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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나이아가라 폴스, 스키넥터디, 유티카에서 총기 폭력 완화를 위한 

주정부의 SNUG 거리 봉사 프로그램 확대 발표  

  

사법 정의 서비스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현재 운영 중인 12개의 SNUG 

프로그램과 더불어 세 개의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150만 달러  

  

DCJS의 제안은 최대 500,000 달러를 지역사회 내 거리 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지원이 골자  

  

SNUG는 공중 보건적 접근법을 통해 총기 폭력 완화 문제의 근원을 확인하고 전파를 

방해하며 개인 및 지역사회에 서비스와 지원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나이아가라 폴스, 스키넥터디, 유티카에서 SNUG 거리 

봉사(SNUG Street Outreach) 프로그램 세 개의 운영하기 위해 150만 달러의 주정부 

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올해 주정부 예산에서 확보한 자금을 

통해, SNUG을 뉴욕 전역의 12개에서 15개 지역사회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사법 

정의 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 단체로부터 제안안을 접수헀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분쟁 중재, 청소년 

멘토링, 총기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한 주민 및 단체와의 협력 등에 

집중합니다. 선정된 단체는 각 도시에 프로그램 운영 시작을 위해 최대 500,000 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총기 폭력과 맞서 우리의 거리에서 

폭력적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SNUG 거리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폭력 방해자들은 갈등을 조정하고, 청소년들을 멘토링하며, 

우리의 거리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해 배치하게 됩니다. 

이는 공공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 시행에 핵심 부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지역사회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총기 폭력을 

근절하고 모두에게 안전한 뉴욕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SNUG 거리 봉사 프로그램은 총기 폭력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종합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총기 폭력은 2020년부터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DCJS의 

자금 지원을 받는 SNUG 프로그램은 총기 폭력의 근원을 파악하고, 전파를 차단하고,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riminaljustice.ny.gov%2Fofpa%2Fpdfdocs%2FSNUG%2520Niagara%2520Falls%2C%2520Schenectady%2C%2520Utica%2520Request%2520for%2520Proposals%2520April%25202022%2520Final.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41f90fdc42b45116fd708da29f2ec7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6842083682791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OAv%2FQHikJCP9dxmJUTXrDeb%2F6avlXxNukuBj4F9ub6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riminaljustice.ny.gov%2Fofpa%2Fpdfdocs%2FSNUG%2520Niagara%2520Falls%2C%2520Schenectady%2C%2520Utica%2520Request%2520for%2520Proposals%2520April%25202022%2520Final.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41f90fdc42b45116fd708da29f2ec7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6842083682791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OAv%2FQHikJCP9dxmJUTXrDeb%2F6avlXxNukuBj4F9ub6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riminaljustice.ny.gov%2Fofpa%2Fpdfdocs%2FSNUG%2520Niagara%2520Falls%2C%2520Schenectady%2C%2520Utica%2520Request%2520for%2520Proposals%2520April%25202022%2520Final.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41f90fdc42b45116fd708da29f2ec7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6842083682791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OAv%2FQHikJCP9dxmJUTXrDeb%2F6avlXxNukuBj4F9ub6k%3D&reserved=0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고, 개인을 서비스와 지원으로 연결함으로써 총기 폭력의 예방과 

완화를 위해 공중 보건 접근법을 활용합니다. DCJS는 또한 오늘 SNUG 프로그램과 

활약을 보여주는 도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 단체와 병원은 반드시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정오까지 제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은 이달 말로 예상됩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스키넥터디, 유티카는 현재 뉴욕주 SNUG 네트워크에 포함된 다음 12개 

지역사회에 추가될 것입니다. 올버니, 브롱크스, 버펄로, 헴스테드, 마운틴 버논, 뉴버그, 

포킵시, 시라큐스, 트로이, 웨인댄치, 용커스 등이 현재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사법 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Rossana Rosad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NUG 팀은 총기 폭력 대응의 핵심입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및 젊은층과 협력하고 이들에게 대안과 다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SNUG는 또한 과거 사법 정의 시스템에 

연관되었던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취업 기회와 경력 발전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 

고용된 메신저들은 SNUG 참가자들과 연계하게 되고 동일한 문제를 겪억던 사람들이 

회복을 돕습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총기 폭력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성장의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SNUG의 역할입니다."  

  

Calliana S. Thomas 뉴욕 총기 폭력 예방청(New York State Office of Gun Violence 

Preventio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SNUG 거리 봉사 프로그램 확대는 

지역사회 총기 폭력 예방 및 완화를 위한 Hochul 주지사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SNUG 

직원들은 상황이 폭력적으로 변화하기 전에 상황을 확인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참가자, 

가족, 지역사회는 트라우마 해결, 탄력성 구축, 발전을 위해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Elizabeth Cronin 피해자 서비스청(Office of Victim Services)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DCJS와 함께 협력하여 SNUG 지역사외에 트라우마 관련 카운슬링,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시 세 곳으로 

확대하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주정부 예산 할당은 총기 폭력으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격차 해결을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주정부 기관 파트너와 협력하여 모든 범죄 

피해자 및 생존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를 

고대합니다."  

  

Robert Palmieri 유티카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정부도 단독으로 총기 폭력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주정부 민간 

부문 및 이웃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SNUG 봉사 프로그램은 공공, 비영리, 지역사회 

파트너가 함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유티카 시는 총기 폭력과 공공 안전 문제에 종합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 3,000만 달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파트너와 Hochul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sU0MGuDRsvk%26ab_channel%3DNYSPublicSafety&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41f90fdc42b45116fd708da29f2ec7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6842083682791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6Tc6XTcell88Kr45oAsjzt6naYxjuFSFLRX622U1FF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sU0MGuDRsvk%26ab_channel%3DNYSPublicSafety&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41f90fdc42b45116fd708da29f2ec7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6842083682791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6Tc6XTcell88Kr45oAsjzt6naYxjuFSFLRX622U1FF0%3D&reserved=0


주지사가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유티카 시를 안전하고 더욱 나은 ㅗㅅ으로 만들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자원과 지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SNUG 프로그램은 거리 봉사자, 병원 대응 인력, 사회 보장 담당자, 사례 관리자 등이 

지역사회 및 트라우마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합니다. 봉사자와 병원 대응 

요원은 지역사회에서 직접 생활하며 일부는 사법 정의 시스템에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폭력으로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메신저로서 놀라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십대 및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분쟁이 격화되기 전에 상황을 확인해 

해결하고, 중재를 통해 복수를 위한 총격에 대응하거나 가족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이들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멘토링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종교 단체 및 성직자, 지역 기업 등과 랠리, 특별 행사, 기타 지역사회 모임을 통해 

연계합니다.  

  

사회보장 직원과 사례 담당자들은 총기 폭력 또는 기타 지역사회 범죄 피해자에게 

트라우마 인지 기반 카운슬링, 지원 그룹, 피해자 서비스청의 옹호 및 피해자 피해소장 

신청, 기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추천, 다수가 과거 트라우마 관련 경험을 한 SNUG 

팀원들에게 지원과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12개 SNUG 프로그램에 

근무하는 사회보장 직원과 사례 담당자들은 피해자 서비스청으로부터 연방 

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VOCA) 보조금을 받으며, 세 개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올해 주정부 예산에서 주정부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SNUG는 종합적인 교육, 현장 방문 및 DCJS의 지원을 통해 전국 및 주 전역의 기타 

지역사회 기반 폭력 중단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모색합니다. 신입 직원은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새로운 감독관은 32시간의 관리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직원은 매년 40시간의 전문 개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및 지원은 

기타 지역사회 기반 조직에 의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모든 SNUG 

12개소에서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주지사는 주 예산에서 SNUG 및 지역사회 기반 총기 폭력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2,490만 달러를 확보하였으며, 이로 인해 과거 투자의 세 배 규모로 

증액되었습니다. SNUG 프로그램 자금 지원 외에도, 새로운 자금 지원은 취약한 

젊은이들에게 기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SNUG에 참여한 젊은이들에게 기술 기반 취업 

대비 및 직무 배치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를 늘리는 이니셔티브 초안 

마련에 사용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폭력 예방 노력의 확대에 주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봉사 인력을 모집하고 보유하는 최초 국가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DCJS의 

SNUG 직원들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번 주 초, Hochul 주지사는 또한 연방 자금 630만 달러를 투자하여 반 총기 폭력 운동을 

확대하고 피해자 및 생존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ovs.ny.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41f90fdc42b45116fd708da29f2ec7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6842083682791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sY2J5cGAgvekfO%2FWGd5ho%2F%2B8LdOjS%2Bh%2FRvjc%2BYMy2nY%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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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서비스국은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형사 사법 전문가 교육, 법 집행 인가 

프로그램 감독, 현지 법 집행 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주 측정기 및 속도 단속 장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 형사 사법 보조금 자금 관리, 주 전체 범죄 및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연구 지원 제공, 카운티 보호 관찰부 및 투옥 프로그램의 대안 감독, 청소년 

정의 정책 조정 등 주 형사 사법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페이스북(Facebook) 및 트위터(Twitter)에서 DCJS를 팔로우하십시오.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은 범죄 피해자와 생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돕는 200개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ovs.ny.gov/connect를 방문하십시오.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서 OVS를 팔로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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