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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지난 3개월 간 총기 폭력과 맞서기 위해 뉴욕주가 3천만 달러의 

기금을 제공하였다고 발표  

  

오늘 발표한 630만 달러의 신규 기금은 뉴욕주 전역의 총기 폭력 개입 프로그램 확대에 

사용될 것  

  

총기 폭력 총 보조금에는 129명의 총기 개입 신규 직원 고용에 820만 달러,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에 580만 달러, 인력 훈련 및 배치에 1,600만 달러가 포함  

  

보조금으로 총격 및 무기-관련 살인 사건의 증가가 나타나는 뉴욕주의 커뮤니티에서 

현장 활동가, 폭력 단속원, 소셜워커 신규 고용을 재정을 지원할 예정  

  

든든한 전달자들이 총기 폭력을 낮추기 위하여 뉴욕주에서 활동 중인 다른 활동가들과  

중재, 멘토링,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합류 예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작년 한 해 동안 총격 및 무기-관련 살인 사건이 크게 

증가한 뉴욕주의 각 커뮤니티에서 지역사회 및 병원 기반 총기 폭력 개입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620만 달러 보조금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와 브롱스(Bronx)에서 청소년 참여와 반폭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웨스트체스터 패밀리 서비스(Family Services of Westchester)와 

평화라는 라이프스타일(Peace is a Lifestyle)에 10만 달러의 신규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오늘 아침, 마운트 버논 보이즈 앤 걸즈 클럽(Mount 

Vernon Boys and Girls Club)에서 Jamaal Bowman 의원과 폭력 예방 전문가 및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이 기금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기금 지원은, 총기 폭력 증가에 당면한 커뮤니티들과 뉴욕주가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비영리기관과 병원들이 신규 현장 활동가, 폭력 단속원, 소셜 워커 

90명을 신규 고용하도록 해줍니다. 이들은 중재, 멘토링,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총기 

폭력을 줄이고자 노력하면서, 폭력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이 경험하는 트라우마를 

다루게 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커뮤니티 곳곳에서 여전히 총기 

폭력의 불안에 떠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성할 일입니다. 저는 



 

 

오늘 총기 폭력과 싸우기 위해 3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이 기금은 총기 폭력 순환에서 증가를 보인 집중 지역에서 거리 현장 지원 

프로그램을 촉진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도구와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가 9월 발표한 2,370만 달러 보조금 지원에는 뉴욕시 내 39명의 신규 폭력 

단속원과 뉴욕주가 지원하는 12개 모든 SNUG 거리 현장 활동 프로그램(SNUG Street 

Outreach Program)의 거리 현장 활동가를 고용하기 위한 2백만 달러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신규 지원으로, 뉴욕주는 31개 비영리 기관과 병원이 129명의 

총기 폭력 개입 직원을 새로 고용할 수 있도록 총 820만 달러와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에 

580만 달러, 인력 훈련 및 배치에 1,600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거리 현장 활동 및 폭력 단속원 프로그램은 출처를 찾아내고, 확산에 제동을 걸고, 

폭력에 대한 커뮤니티의 규범을 바꾸기 위해 개인과 각 커뮤니티를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다룸으로써, 총기 폭력을 공중 보건 문제로 다룹니다. Hochul 주지사가 최근 

연장한 행정명령 제211호는 뉴욕주가 이러한 지원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합니다. 뉴욕주 사법 서비스부(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는 이 기금을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에 배분하기 위하여 뉴욕시 시장실 

산하 사법당국과 협력하였습니다. DCJS는 이 기금을 병원-기반 프로그램과 뉴욕주의 

12개 SNUG 거리 현장 활동 프로그램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뉴욕주의 SNUG 거리 현장 

활동 프로그램은 올버니(Albany), 브롱스(Bronx), 

버팔로(Buffalo), 헴스테드(Hempstead), 마운트 버넌(Mt. Vernon), 뉴버그(Newburgh), 

포킵시(Poughkeepsie), 로체스터(Rochester), 시라큐스 트로이(Syracuse Troy), 

용커스(Yonkers), 와이언댄치(Wyandanch)까지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들 프로그램 

중 네 곳(올버니, 브롱스, 버팔로, 시라큐스)에는 커뮤니티와 트라우마 센터 모두에 

직원들이 일합니다. DCJS는 해당 지역의 비영리 기관들이 운영하는 SNUG 프로그램에 

기금을 지원하고 행정적인 감독 및 훈련을 제공합니다.  

  

뉴욕주의 SNUG 거리 현장 활동 프로그램은 올버니, 브롱스, 버팔로, 헴스테드, 마운트 

버넌, 뉴버그, 포킵시, 로체스터, 시라큐스 트로이, 용커스, 와이언댄치까지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들 프로그램 중 네 곳(올버니, 브롱스, 버팔로, 시라큐스)에는 커뮤니티와 

트라우마 센터 모두에 직원들이 일합니다. DCJS는 해당 지역의 비영리 기관들이 

운영하는 SNUG 프로그램에 기금을 지원하고 행정적인 감독 및 훈련을 제공합니다.  

  

Jamaal Bowman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일하면서, 그리고 

뉴욕에서 부모로서, 주민으로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매일 분투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중요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웨스트체스터 패밀리 서비스와 평화라는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새로운 기금을 확보하는 

일에 참여하여 매우 뿌듯합니다.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폭력과 자기파괴적인 

행동이 젊은이, 기성세대 할 것 없이 만연해 있음을 봅니다. 추가 기금 지원, 그리고 

주지사와 현장 커뮤니티 그룹 간의 지속적 협력에 대한 오늘 발표는 폭력을 종식하는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237-million-grant-awards-end-gun-violence-epidemic&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7ab0441f9418459ef2a008d9add791a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3196379434451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mFPE9FESRRs6Ek5xLYkHekn033dJAbRqerdHnoAgUL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237-million-grant-awards-end-gun-violence-epidemic&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7ab0441f9418459ef2a008d9add791a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3196379434451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mFPE9FESRRs6Ek5xLYkHekn033dJAbRqerdHnoAgULc%3D&reserved=0


 

 

우리 사명에 한걸음 다가간 것이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치유가 

시작되고 이 위기에 대응하려면, 우리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에 더 많은 기금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저는 의회에서 더 꼿꼿한 사회 만들기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통과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 전역의 폭력 개입 프로그램에 

5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과 함께 모두 

치유하는 옳은 길에 있음을 압니다."  

  

다수당 대표 Andrea Stewart-Cousi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동안 

총기 관련 범죄 건수의 엄청난 증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자체로 보건 위기이며 

시급하게 직면하여야 합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총기 폭력을 재난 위기로 

선포하고 이것을 공중 보건 위기로 다루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가 이 긴급 

조치를 연장하고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감사 드립니다. 지역사회 폭력에 

대한 개입은 총기-관련 범죄를 줄이고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오늘 

발표는 실질적인 투자를 하는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우리의 협력을 지속하게 해줍니다. 

각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지역의 총격 건수를 줄이고 

무분별한 살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사법 서비스부 제1부커미셔너인 Mark E. Whit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를 병들게 하는 폭력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번 투자는 우리 커뮤니티들이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거리 현장 활동 프로그램 기금 지원 및 확대를 통해 총기 

폭력을 줄이는 일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전폭적으로 추진한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대안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 Sheila J. Pool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갱단의 

활동과 거리 폭력은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해치고 우리 커뮤니티의 구조를 

찢어놓습니다. 이번에, 늦은 감이 있지만 젊은이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투자를 한 Hochul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젊은이들은 갱단과 총기 너머에 미래가 

있다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거리 현장 활동가와 폭력 단속원들은 다음과 같이 총격에 대응합니다. 중재를 통해 

보복을 예방하고 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집회와 특별 

이벤트를 통해 지역사회, 종교 기관과 성직자, 지역 사업체를 참여시키며, 개인들을 

멘토링하여 목표를 세우고 그들이 교육 및 일자리 기회와 상담, 약물 및 알코올 

중독치료, 분노 조절 프로그램 및 긍정적 생활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서비스에 

연결되도록 합니다.  

  

또한 SNUG 프로그램은, DCJS와 뉴욕주 피해자 서비스국의 파트너십을 통해, 

트라우마-인지 기반 상담, 지지 그룹, 옹호 및 피해자 피해보상 신청 지원, 확인 또는 

필요 시 다른 서비스에 의료 등을 지원합니다. 임상 소셜워커와 케이스 매니저들은 

SNUG 참여자와 그들의 가족, SNUG 직원 (그들 중에도 이전의 생활과 사법 시스템에 

연루되었던 경험으로 복잡한 트라우마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도시의 모든 커뮤니티 폭력 및 기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DCJS는 

SNUG를 위한 집중화된 행정 구조와 훈련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각 

커뮤니티에서 12개 각기 다른 단체에 의해 운영되지만 프로그램의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감독을 제공합니다.  

  

820만 달러는 다음의 비영리 기관, 병원, 사법 서비스부에 수여되었으며, 주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SNUG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행정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 2개 직책에 

채용할 254,000(820만 달러 중) 달러를 받게 됩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규모는 각 

기관의 봉급 구조와 직책의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여부에 따라 다양합니다.  

  

뉴욕시 폭력 단속원  

  

• 브라운스빌 씽크 탱크 매터스(Brownsville Think Tank Matters): 1명 채용, 75,000달러  

  

• CAMBA (브라운스빌 인 바이올런스 아웃, Brownsville in Violence Out): 3명 채용, 

120,000달러  

  

• CCI (RISE/브룩클린, 세이브아워스트리트(Save Our Streets)/브롱스, 네이버후드 

세이프티 이니셔티브(Neighborhood Safety Initiatives)/할렘): 6명 채용, 420,000달러  

  

• 센트럴 패밀리 라이프 센터(The Central Family Life Center) (스태튼아일랜드): 3명 

채용, 136,800달러  

  

• 이스트 플랫부시 빌리지(East Flatbush Village): 2명 채용, 120,000달러  

  

• 엘리트 러너즈(브라운스빌, 프로스펙트 레퍼츠 가든(Prospect Lefferts Gardens), 

브룩데일 병원(Brookdale Hospital), 킹스 카운티 병원(Kings County Hospital): 11명 

채용, 660,000달러  

• 겟세마네 동산(Garden of Gethsemane Ministries) (할렘): 2명 채용, 50,000달러  

  

• 게이트웨이 커뮤니티 임파워먼트(Gateway Community Empowerment) (브룩클린): 

1명 채용, 36,000달러  

  

• 그레이터 코니아일랜드 유태인 커뮤니티센터(Jewish Community Center of Greater 

Coney Island): 3명 채용, 175,695달러  

  

• 라이프캠프(LIFECamp)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퀸즈 & 자마이카 병원): 6명 채용, 

240,000달러  

  

• 노스웰병원(Northwell Hospital) (사우스쇼어 대학병원(South Shore University 

Hospital), 코헨 아동병원(Cohen Children's Medical Center), 스태튼 아일랜드 

대학병원(Staten Island University Hospital): 5명 채용(소셜워커 1명 포함), 557,500달러  

  



 

 

• 건스다운, 라이프업(Guns Down, Life Up) (NYC 헬쓰 + 병원들/링컨): 3명 

채용, 191,382달러  

  

• 킹스 어게인스트 바이올런스 계획(Kings Against Violence Initiative) (킹스 카운티 

병원): 3명 채용, 180,000달러  

  

• 사우쓰사이드 유나이티드(Southside United) (브룩클린): 2명 채용, 92,000달러  

  

• 스트리트 코너 레스큐(Street Corner Resources)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할렘 및 

할렘 병원): 6명 채용, 300,000달러  

  

• 어번 유스 얼라이언스 인터내셔널(Urban Youth Alliance International) (브롱스): 3명 

채용, 156,975달러  

  

SNUG / 병원 기반 거리 현장 활동가 및 소셜워커  

  

• 자코비 메디컬 센터(Jacobi Medical Center) 현장 활동가 3명과 소셜워커 

3명에 669,000달러  

  

• 올버니, 버팔로, 포킵시, 마운트버넌, 뉴버그, 로체스터, 시라큐스에 있는 병원 23명에 

1.88백만 달러 현장 활동가 11명 및 소셜워커/정신 건강 전문가 12명  

  

SNUG / 지역사회 기반 거리 현장 활동가  

  

• 올버니: 트리니티 얼라이언스(Trinity Alliance), 6명, 311,510달러  

  

• 브롱스: 자코비 메디컬 센터(Jacobi Medical Center), 4명, 219,600달러  

  

• 버팔로: 이리 카운티 메디컬 센터(Erie County Medical Center), 7명, 406,000달러  

  

• 헴스테드: 가족 및 어린이 연합(Family and Children's Association), 1명: 48,260달러  

  

• 마운트버넌: 웨스트체스터 가족 서비스(Family Services of 

Westchester), 2명, 93,416달러  

  

• 뉴버그: RECAP, 2명, 107,200달러  

  

• 포킵시: 패밀리 서비스(Family Services), 2명, 107,200달러  

  

• 로체스터: 패쓰스톤(PathStone), 5명, 260,000달러  

  

• 시라큐스: 시라큐스 커뮤니티 커넥션(Syracuse Community 

Connections), 5명, 262,400달러  



 

 

  

• 트로이: 트리니티 얼라이언스(Trinity Alliance), 1명, 42,748달러  

  

• 용커스: 용커스 YMCA, 2명, 101,600달러  

  

• 와이언댄치: 서퍽 경제 기회 위원회(Economic Opportunity Council of Suffolk), 1명, 

44,570달러  

  

사법 서비스부(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가 맡는 다양한 책임에는, 법 집행 

훈련, 주 차원의 범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범죄 이력 정보 및 지문 파일 유지 관리, 

뉴욕주 경찰과 협력하여 주 DNA 데이터뱅크에 대한 행정적 감독, 보호관찰 및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지원 및 감독, 연방 및 주 사법 기금 운영, 주 전역의 사법 

관련 기관 지원, 주 성범죄자 등록부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 서비스실은 위기 상담, 옹호 활동, 비상 대피소, 민사 법률 구조, 주거 이전 지원 

등 직접 서비스를 피해자 및 가족에게 제공하는 200개 이상의 원조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부서는 또한 대상이 되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의료 및 상담 비용, 장례 및 

매장 비용, 임금 및 지원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과 환급을 다른 원조 활동에 더하여,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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