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연령 제한 높이기 법안에 따른 청소년 수용을 위하여 네 개 시설에 대한 

8,900만 달러 규모의 용도 변경 공사 프로젝트 입찰 발표  

  

노스 컨트리, 핑거 레이크스 및 센트럴 뉴욕의 복지시설과 교정시설이 증가되어 새로운 

수요를 만족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기존의 두 개 소년재판 시설의 수용량을 늘리고 

퇴거한 수용소 시설의 용도 변경 및 현재 사용 중인 매체 보안 남성 시설에 대해 

업데이트하여 그가 제안한 대표적인 법안인 청소년 범죄 책임 연령 향상(Raise the Age, 

RTA) 법안에 따라 16세, 17세 청소년들을 수용하는 8,900만 달러 규모의 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16세와 17세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정하어 청소년 재판 시스템에서 처리하던 방식을 바꾸고 그들에 

대한 배치를 개변합니다. 이 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6세 청소년에 적용하고 일년 

후부터 17세 청소년에 적용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범죄 책임 연령을 18세로 높이는 이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된 후 우리는 이들 십대들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런 상습적 범행을 저지르는 

악순환을 멈추고 대중들의 안전을 개선하며 모두에게 강력하고 더 안전한 뉴욕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발전입니다.”  

  

주의 소년 재판 시설을 운영하는 뉴욕주 아동가족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과 주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DOCCS)에서 청소년 범죄자 시설 운영하게 될 것이며 시설에서 보호해야 할 청소년들이 

사용할 침대가 들어설 추가 공간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 기관들이 주에 있는 

네 개의 시설에 대해 용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행정 사무국(Office of General Services)에서 아동가족사무국의 소유로 있는 기존의 두 

개 청소년 재판 시설에 대한 4,100만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러시 타운(Town of Rush), 먼로 

카운티(Monroe County)에 있는 산업주거센터(Industry Residential Center)에 대한 



 

 

2,900만 달러 규모로 예산되는 공사로 최대 80명의 청소년을 추가하여 총 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장할 것입니다. 1,200만 달러 규모의 세네트 타운(Town of 

Sennett), 카유가 카운티(Cayuga County)에 있는 해리엇 터브먼 주민센터(Harriett 

Tubman Residential Center)에 대한 또다른 프로젝트로 이 시설을 보안 제한을 갖추고 

25명의 청소년을 수용하는 시설로 변경할 것입니다.  

  

이 두 시설에 대한 공사는 2017년 가을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며 구조 변경과 

장식으로 약 630개의 공사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시설은 250명의 

직원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중 산업 주거센터에서 165명, 해리엇 

터브먼센터에서 85명 필요합니다.  

  

아동가족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의 Sheila J. Poole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확장한 시설에서는 교육, 직원 고용 및 직업 교육, 

레크리에이션, 상담, 의료 및 정신건강 등 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에서 전부 제공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시설에서 나간 후 지역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게 설계된 뉴욕 치료 

관리의 모델에 따라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주지사의 대표적인 법안인 범죄 책임 연령 높이기 법안에 따라 교정감독부에서는 청소년 

범죄자 시설에 징역형을 받은 18세 이하의 청소년 혹은 더욱 많은 수감자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현하려고 행정 사무국에서는 올해 늦가을에 리빙스턴 

카운티(Livingston County)의 소니에 타운(Town of Sonyea)에 있는 그로브랜드 

교도소(Groveland Annex)와 에섹스 카운티(Essex County)의 레이 브룩(Ray Brook)에 

있는 애디론택 교도시설(Adirondack Correctional Facility) 업데이트에 대한 약 4,800만 

달러 규모의 공사 프로젝트 입찰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두 시설은 동일 지역에 있는 기타 

현장과 비교해서 시설 위치와 업데이트 및 오픈에 드는 비용과 시간에 근거하여 

선택하였습니다.  

  

교정 감독부 커미셔너 Anthony J. Annucc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확보하는 것은 뉴욕주에서의 범죄 책임 연령을 높이는 주지사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존의 빌딩들을 이 과정에서 개조하여 현대식으로 변경시키는데 

재정상 책임과 법적 혜택이 모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DOCCS에서는 

청소년 범죄자들의 재활을 돕는데 필요한 적절한 환경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올해말에 행정사무국에서 입찰을 시작할 공사 프로젝트에는 글브랜드 교도소에 대한 

업데이트에 드는 약 2,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2019년 가을에 이 

시설에 완공되면 110명을 수용하고 179명의 직원을 추가할 수 있는 시설로 될 

것입니다. 애디론택 교도시설은 또다른 2,300만 달러 규모의 업데이트 공사로 2018년 

가을에 청소년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할 것입니다. 여기는 청소년을 

배치할 수 있는 142개의 침실을 갖추고 개조시설에 11명의 직원을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두 프로젝트에서 약 650개의 공사 작업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밖에 사무국에서는 주지사가 2015년에 발부한 행정명령 150에 따라 청소년 

시설용으로 설계한 컬럼비아 카운티(Columbia County)에 있는 허드슨 교도시설(Hudson 

Correctional Facility)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은 RTA가 2018년 10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하면 청소년 범죄자 시설로 변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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