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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이웃이웃이웃이웃 간간간간 감시를감시를감시를감시를 통한통한통한통한 폭력폭력폭력폭력 제거제거제거제거 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 200만달러만달러만달러만달러 이상을이상을이상을이상을 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보조금은보조금은보조금은보조금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의전역의전역의전역의 도심지에서도심지에서도심지에서도심지에서 발생하는발생하는발생하는발생하는 폭력을폭력을폭력을폭력을 억제하고억제하고억제하고억제하고 봉사봉사봉사봉사 활동에활동에활동에활동에 앞장앞장앞장앞장 서는서는서는서는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지원할지원할지원할지원할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 걸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총기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고안된 7개의 프로그램에 약 2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거리에서 봉사 활동과 개입을 홍보하여 청소년들이 총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자금은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안전한 

지역사회를 꾸준히 건설하기 위한 노력함에 따라 이것은 뉴욕의 가장 취약한 지역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줄 중요한 투자입니다.” 

 

2009년에 뉴욕에서 형성된 SNUG 사업을 구축한 이 프로그램은 살인 사건과 총격 사건 발생 

건수가 매우 높은 지방에서 거리 홍보와 폭력 개입 프로젝트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때때로 폭력을 줄이거나 발생하는 추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된 “폭력 브레이커”라는 거리 

봉사 활동 노동자를 활용합니다. 

 

보조금은 뉴욕주 형사 사법 행정(DCJS) 부서가 관리합니다. 선택된 각각의 프로그램은 지역 행사와 

공공 교육 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 조율된 지역사회 기반 전략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사와 

활동은 종종 담당자들이 접하려는 청소년의 배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고문이 지휘합니다. 이 청소년들은 과거에 갱 멤버였거나, 총기 범죄 또는 인사 사고로 인한 전과로 

감금된 적이 있거나, 범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들입니다.  

 

DCJS 집행 부국장 Michael C. Green은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 과거에 이미 

타락했던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폭력적인 

결과를 향해 고조될 수 있는 징조를 인식함으로써 봉사 활동 담당자들은 문제를 가진 양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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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과 접촉한 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청소년들의 눈을 보다 긍정적인 

기회로 열 수 있게 해줍니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기관과의 탄탄한 관계와 협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DCJS가 선택한 연구원/평가자는 각 프로그램과 공동으로 각 프로그램이 제공할 지역 사회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세부 분석 등 사전 구현 계획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성공적으로 

구현되었고 범죄 억제 목표를 달성했는지 결정하기 위해 1년 간의 운영이 끝나면 각 개인은 

각각의 프로그램을 평가할 것입니다. 

 

자금 지원을 받는 2개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Trinity 프로그램 - Albany(Albany 카운티): $280,000 

YMCA - Yonkers(Westchester 카운티): $280,000 

 

올 가을 DCJS가 발행한 RFP(Request For Proposal)에 대한 응답의 결과로 투자를 받을 예정인 5개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Family Services of Westchester – Mount Vernon(Westchester 카운티): $275,600 

Back to Basics – Buffalo(Erie 카운티): $366,400 

Model Neighborhood Facility – Syracuse(Onondaga 카운티): $396,400 

Jacobi Medical Center Auxiliary – Bronx(Bronx 카운티): $300,000 

Action for a Better Community – Rochester(Monroe 카운티): $281,600 

 

뉴욕주 형사정의서비스과(www.criminaljustice.ny.gov)는 다기능 형사정의 지원 기관으로서 법집행 

교육; 뉴욕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범죄 이력 정보 및 지문 파일 유지; 

뉴욕주 경찰과 제휴하여 주의 DNA 데이터뱅크 행정 감독; 연방 및 주 형사정의 예산 행정; 뉴욕주 

형사정의 관련 기관 지원; 뉴욕주 성범죄자 등록소 행정 등 다양한 책임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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