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Seattle) 시립 구치소
기본 정보
참고: 추가 배경정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Seattle.gov/municipaljail/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13 년 1 월 1 일에 킹 (King)카운티는 카운티내에 위치한 2 개 교도소 중 어느 곳에서도 카운티 내 모든 시에서 오는 경범죄
입소자들을 받는 것을 중단할 것입니다. 이러한 카운티의 결정으로 인해서 Seattle 과 다른 모든 시들은 경범자들을 유치할 다른
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체 구치소 침대들이 2013 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Seattle 은 새 구치소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 두가지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번째로 시 정부는 동부와 북부에 위치한 시들과 함께 새 구치소를 신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의논 중에 있고, 7 월 말까지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로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치소를
건설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동 시설을 지을 경우 약 645 개의 침대를 제공하게 되고 Seattle 이나 King 카운티의 북부 또는
동부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eattle 만을 위한 자체 구치소를 지을 경우 약 445 개의 침대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모범이 되는 구치소로 꼽히는 저층 시설인 카운티의 지역 법무센터 (Regional Justice Center)를 모델로 해서 장소의
요건들을 정했습니다. 시 정부는 저층 구치소 건물이 건설과 운영비가 더 적게 들고, 재소자들과 구치소 직원들을 위해 더 안전한
시설이 될 거라고 믿고있습니다. (컨설턴트가 7 월에 잠재적 경비의 차이에 대해 보고할 것입니다.) 저층 구치소 건물을 지을 경우
최소한 7 에이커의 대지를 필요로 합니다. 시 정부는 초기에 크기가 몇 에이커에 달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상업 또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시 정부에서 주거 지역은 배제했습니다) 장소들을 선정했습니다. 35 개 후보 지역들 로부터 시작하여 시
정부는 각 장소를 분석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4 개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11762 Aurora Ave. N.
1600 W. Armory Way
Highland Park Way Southwest 와 West Marginal Way
9501 Myers Way S.
시 정부는 4 회에 걸친 일련의 공청회를 열어서 이 장소들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6 월 26 일 – Machinists Hall
7 월 12 일– North Seattle Community College
7 월 26 일– South Seattle Community College
7 월 30 일– Seattle Center Exhibition Hall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추가로 2 차례에 걸쳐 열리게 될 공청회는 지역사회가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대해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주민들은 또한 www.seattle.gov/municipaljail/의 의견과
질문 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장소를 선택하기 전에 시의회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는 내년
상반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 년간, 시 정부는 경범죄로 인해 수감되는 인구의 수를 38%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10 년 전 450 명의 경범죄 수감자 수와
비교했을때 현재는 평균 수감자 가 300 명 이하로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주 법에 의해 어떤 종류의 경범죄, 즉 가정폭력 이나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2 회 이상 받은 경범자들은 반드시 징역을 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입건된 사람들 중 3 분의 1 이
전에 석방되거나 구치소에서 이전된 후 다시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구금이외의 대안이 구치소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러한 대안들이 구치소의 필요성을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수감자들은 평균 10 일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건 후 48 시간 이내에 석방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최대한 1 년 까지
구금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재산관련 범죄 (예를 들어 절도), 음주 운전, 단순 폭행, 가정폭력 그리고 불법침입 등과 관련된
경범죄 혐의로 입건됩니다.

장소 선정 고려사항
금년 초에 시 정부는 저층 구치소 건물의 후보 지역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장소에 대한 고려 대상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업 또는 산업 지역으로 분류된 땅에 위치해야 함;

•

간선도로와의 접근이 용이해야함; 그리고

•

이미 몇 에이커로 되어 있거나 주변 지역과 합쳐져서 그 만한 공간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함.

총 35 개 장소가 이 기본 요건들을 만족시켰습니다. 그 후 시 정부는 다음의 추가 요인들을 사용하여 각 장소를
조사하였습니다.:
대지의 크기

대지의 접근성

대지의 형상

대중 교통

인근지역 용도와의 양립

지질 공학적 조건들

가능성
환경적 조건

현재 개발이 정도

구매 가격

장소 개발 관련 문제들

사업과 세입자의 퇴거

이 분석을 마친 후 시 정부는 처음의 35 개 부지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4 개 부지를 선택했습니다.
•

11762 Aurora Ave. N.

•

1600 W. Armory Way

•

Highland Park Way Southwest & West Marginal Way

•

9501 Myers Way S.

일정표
2013 년 1 월 1 일 까지 신축 구치소를 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표를 수립했습니다:
•

선택 가능 부지들을 물색하고 선호 부지를 선정함– 2008 년 1 월 부터 2009 년 2 분기까지

•

Seattle /동부 도시들의 타당성 조사 완성– 2008 년 7 월

•

저층 대 고층 구치소 가격 대비 평가 완성 – 2008 년 7 월

•

초기 공공 토론회 개최 – 2008 년 6 월/7 월

•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위한 범위 통보서 초안 발표; 주민 의견 타진–
2008 년 3 분기

•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초안 발표 – 2009 년 첫 분기

•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초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 타진– 2009 년 1 분기

•

최종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함 – Second
quarter 2009 년 2 분기

•

선호 부지 확인 – 2009 년 2 분기

•

건축적 그리고 공학적 설계작업– 2009 2 분기 부터 2010 년 3 월

•

건설 입찰 – 2010 년 3 월 부터 2010 년 7 월까지

•

건설 공사– 2010 년 7 월 부터 2012 년 7 월까지

•

입주 준비– 2012 년 7 월 부터 2012 년 12 월까지

•

Seattle 시립 구치소 개방 – 2013 년 1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