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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총기 폭력 확산을 종식하기 위해 2370 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발표  

  

보조금으로 직업 교육과 취업, 지역사회 활동, 총기 폭력 확장 중재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총기 폭력 예방 노력을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총기 폭력이 가장 많은 지역사회에서 직업 교육, 지역사회 

활동, 중재자 채용 등을 하기 위한 자금을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은 공포이며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산 상황을 종식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력 개발 교육을 확대하며, 지역사회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총기 폭력 중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Hochul 주지사와 행정부는 주 전역의 지역 리더와 협력하여 총기 폭력 예방 자금을 각 

지역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금은 3 개의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 및 취업  

  

뉴욕주는 뉴욕주에서 총기 폭력의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은 20 개 도시에서 인재 교육 및 

일자리 배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인재개발 위원회에 1600 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직업 교육, 자격 증명, 경력 배치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취약한 청년을 급여가 좋은 정규 직장과 연결하기 위해 지역 리더들이 

설계하고 검토했습니다. 총기 폭력의 피해를 입은 18-24 세의 무직자, 불완전 취업자 및 

학업을 중단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번 자금은 뉴욕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 교육 컨소시엄(Consortium for Worker Education)에게 

이미 지급된 1200 만 달러에 추가적인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  

  

뉴욕주는 총기 폭력이 심한 지역사회에 스포츠, 아트, 시민 참여, 능력 개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570 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후 및 

주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알찬 활동을 청년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각 커뮤니티의 카운티 및 입법기관 리더들이 추천한 것입니다.  

https://dol.ny.gov/gun-violence-prevention-initiative


지역사회 기반 총기 폭력 중재 기관을 위한 추가적인 직원 채용  

  

뉴욕은 주 전역의 총기 폭력 중재 프로그램이 새로운 현장 직원 및 폭력 중재자 39 명을 

채용하여 교육하기 위해 200 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지역사회 기반 총기 

중재 프로그램이 취약한 청년을 참여시키고 멘토링하며, 지역사회 이벤트를 개최하고, 

젊은이들을 총기 폭력에서 격리시키도록 노력하고, 보복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총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힘쓰는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직원과 중재자를 채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금도 몇 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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