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7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보다 안전한 뉴욕을 만들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총기 폭력 

재해 비상사태 선포  

  

총기 폭력을 재해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총기 폭력에 대한 지방 경찰국(Local Police 

Departments)의 사건 수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발급  

  

총기 폭력 방지 사무소(Office of Gun Violence Prevention)를 창설하여 새로운 총기 

폭력 핫 스팟에 대한 노력 조정 및 자원 투입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고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개입, 예방 및 일자리 프로그램에 13억 8천 7백만 달러 투자  

 

주정부 총기 밀매 단속반(State Police Gun Trafficking Interdiction Unit)을 신설하여 

주정부로 불법 총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존 제이 형사대학(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과 협력하여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 강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더 안전한 뉴욕을 만들기 위한 새롭고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최초의 총기 폭력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즉각적인 총기 폭력 위기를 관리하고 총기 난사율을 줄이기 위한 단기 해결책뿐 아니라 

폭력의 순환을 끊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개입과 예방 전략에 초점을 맞춘 장기 해결책을 

활용하여 총기 폭력을 공공 보건 위기로 간주합니다. 재난 비상사태는 주정부가 

지역사회에 돈과 자원을 신속히 전달하여 지역사회가 즉시 총기 폭력에 대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지사는 이 국가 주도적인 총기 폭력 방지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총기 폭력 방지 

사무국(Office of Gun Violence Prevention)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주요 경찰국이 DCJS와 총기 폭력에 대한 사건 수준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이 데이터를 매주 컴파일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새로운 무기 

폭력 핫스팟을 추적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 자원을 배치하기 위해 총기 폭력 방지 

사무국(Office of Gun Violence Prevention)에 의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포괄적 전략에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이 여름철 직업 기회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 비롯한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에 13억 8천 7백만 달러 투자도 포함되며 향후 총기 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총기 안전법이 빈약한 주에서 뉴욕으로 들어오는 불법 

총기를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주정부 총기 밀매 단속반(State Police Gun Trafficking 

Interdiction Unit)을 창설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뉴욕주 경찰조직 개혁 및 

혁신연합(New York State Police Reform and Reinvention Collaborative)을 통해 

지역들이 개발한 개혁 계획을 시행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 정부는 존 제이 

형사대학(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뉴욕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뉴욕주 재건 노력의 일부는 

코로나로 (COVID) 인해 노출된 시스템적 불의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최근 수치를 보면, 

이제는 코로나보다 총기 폭력과 범죄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누군가는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다루었듯이 뉴욕은 총기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다시 

한번 국가를 주도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첫 번째 조치는 총기 폭력에 관한 국가 재난 

비상사태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볼 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보지 않고 

일어서서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총기 폭력에 대한 공공 보건 접근 방식 배포  

새로운 총기 폭력 방지 사무국(Office of Gun Violence Prevention)은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가 감독하고 주지사가 임명한 총기 폭력 

방지 조정관이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 조정관은 주정부 및 지방 정부가 통일된 총기 

폭력 예방 전략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사무국은 정신 건강 

사무국(Offices of Mental Health),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Children and Family 

Services), 임시 장애인 지원국(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가정 폭력 

예방국(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피해자 지원 서비스국(Victim Services), 

노동부(Departments of Labor), 주택, 건강, 교정 및 커뮤니티 감독부(Housing, 

Health,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및 뉴욕주 개발국(Empire State 

Development), 주 경찰, 예산국(Division of Budget) 등을 포함한 주 정부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를 포함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 지역 및 지역 사회 그룹 간의 조정을 보장하여 지역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지사의 총기 폭력 감소 협의회(Council on Gun Violence 

Reduction)에 이해 관계자를 초대할 것입니다. 이 협의회는 현재 법률과 현지 개혁 

제안서를 검토하고 과학 및 데이터에 기반하여 변경 사항을 권장합니다. 

 

과학 및 데이터를 사용하여 “핫 스팟” 목표 설정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개괄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 전역의 경찰 부서는 총격 

사건에 대한 사건 수준의 데이터를 위해 형사 정의 서비스과(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에서 매주 여론 조사를 실시하므로 새로운 총기 폭력 예방 사무소는 새로운 



핫스팟을 식별하고 추적하고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직접 배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뉴욕주는 클러스터 기반 전략을 활용하여 유행병을 억제하고 

퇴치하며  소수의 사람들이 총격 사건을 주도하는 총기 폭력 핫스팟을 

식별합니다.  뉴욕시, 알바니, 버팔로, 시러큐스 및 롱아일랜드에서 식별된 초기 

핫스팟에는 18~24세의 청소년 4,090명만 포함되지만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최근 총기 

폭력의 48.5%를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지도를 살펴보십시오.  

 

청소년을 위한 취업 기회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7천 6백만 달러 이상 투자  

총기 폭력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떠나고 

사회 지원 및 서비스 중단이 위험에 처한 청소년이 낮 동안 안전하고 생산적인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불안정한 

영향을 미쳐 총기 폭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름 직업 

프로그램이 폭력 개입 가능성을 45까지 감소시킵니다.  

   

뉴욕주는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창출하기 위해 전례없는 7천 6백만 달러를 투자 할 것입니다.  

   

뉴욕은 이번 여름 젊은이들을 위한 21,000개 이상의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할 것이며 초기에 UFT, 32BJ, MTA, NYC, tech:NYC, 뉴욕시접객연맹(NYC 

Hospitality Alliance), 브루클린 상공 회의소(Brooklyn Chamber of Commerce), 퀸즈 

상공 회의소(Queens Chamber of Commerce) 및 스태튼 아일랜드 상공 회의소(Staten 

Island Chamber of Commerce) 및 뉴욕주 공원(New York State Parks)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직업을 만들기로 서약했습니다. 기업은 주정부 웹사이트에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독려됩니다. 이러한 직업 기회에 대한 연봉은 주정부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 정부는 또한 NYC 중앙 노동 위원회(NYC Central Labor Council)의 인력 개발 부문인 

근로자 교육 컨소시엄(Consortium for Worker Education)과 제휴하여 학교 밖에 있고 

총기 폭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에 살고 있는 2,400명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직업 교육, 교육 수당, 자격 증명 및 장기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주 정부는 올 여름 스포츠,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투입할 자금을 늘릴 

것입니다. 식별된 핫 스팟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에 추가적인 자금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것입니다.      

   

주정부 폭력 개입 프로그램에 2배 이상 투자  

총기 폭력과 보복의 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폭력 개입 

프로그램은 폭력을 60%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포드 총기폭력방지 

법률센터(Gifford’s Law Center)는 브롱크스(Bronx)의 Jacobi Medical Center 뉴욕주 

프로그램을 최고의 모델로 지목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2021-07/Gun_Maps.pdf
https://otda.ny.gov/workingfamilies/2021-summer-youth-program.asp


주 정부는 핫스팟 지역사회에 병원 기반의 새로운 폭력 개입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장 

필요한 지역에 주정부의 Jacobi 모델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병원 기반 폭력 개입 

프로그램은 거리 지원 인력이 총격 피해자에게 직접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전방위적인 지원 서비스와 연결하며, 갈등과 보복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성공적인 모델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주 정부는 또한 성공적인 SNUG 거리 지원 프로그램(SNUG Street 

Outreach Programs)을 거의 50%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SNUG 거리 지원 프로그램은 

형사 정의 서비스과(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에서 관리하며 지역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달자를 활용하여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멘토링하며, 

지역사회 행사를 주최하고, 젊은이들을 총기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총기 

난사에 대응하여 보복 폭력을 방지합니다. 주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거의 두 배로 

늘림으로써, 가장 심각한 지역사회에서 총기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불법 총기 소탕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안전법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 전체에서 범죄 

활동에 사용되는 범죄 총기의 74%는 주 밖에서 구입되었습니다. 주 정부는 불법 총기가 

뉴욕 거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뉴욕 주 경찰청 산하에 새로운 주정부 총기 밀매 

단속반(State Police Gun Trafficking Interdiction Unit)을 창설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또한 주간의 총기 밀매업자들과 구매자들이 뉴욕 지역사회에 불법 총기류를 유입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총기 추적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이 지역의 다른 주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 강화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가 낮을 경우 911 신고와 순찰이 감소하고 

총기 폭력과 범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6월 설립되었으며 

경찰청에 지역 수준의 개혁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뉴욕주 경찰조직 개혁 및 

혁신연합(New York State Police Reform and Reinvention Collaborative)을 기반으로, 

뉴욕주는 계획에 대한 실행 전략이 있는 경찰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존 제이 형사대학(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또한 관할 부서가 서로를 알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주 전역 경찰 개혁 

계획에 대한 새로운 포털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형사 정의 서비스과(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에 주지사가 

올해 서명한 법률을 이행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규정은 경찰관의 고용 및 배경 조사 표준을 강화하고 심각하거나 범죄 범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다른 경찰청의 경찰로 복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관 위법 

행위의 허점을 해소합니다.    

  

https://policereform.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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