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6월 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의 총기 관련 폭력 제거 이니셔티브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발표  

  

2023년 17개 참가 카운티를 지원하기 위해 1,8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  

  

기관들은 총기 폭력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20개 지역의 총기 난사 사건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증거 기반 전략 사용  

  

총기 폭력 인식의 날 기념으로 오늘 저녁 주 랜드마크에 주황색 조명을 비추도록 지시  

  

뉴욕주에서 6월을 총기 폭력 인식의 달로 기념하는 선언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총기 관련 폭력 제거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설립된 이래 최대 규모인 1,820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GIVE는 총기 폭력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17개 카운티의 

20개 커뮤니티에서 총격 사건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증거 기반 전략을 

사용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에서 6월을 총기 폭력의 인식의 달로 지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을 통해 주지사는 국가 총기 폭력 인식의 날과 

Everytown for Gun Safety에서 매년 조정하는 Wear Orange Weekend, 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오늘 저녁 주 랜드마크에 오렌지색을 점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총기 폭력이 개인, 이웃, 

그리고 우리 나라 전체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고통,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총기 폭력 인식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의 무의미하고 비극적인 살해를 멈추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두 배로 

늘려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제 더 엄격한 총기법을 만들고 만연해 있는 총기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어제 역사적이고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입법부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법안은 조만간 제가 서명하기를 원하는 

법안입니다. 우리가 진전을 이룬 동안, 저는 계속해서 입안자들과 함께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우리 공동체를 모두에게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GIVE와 같은 프로그램에 

투자할 것입니다."  

  

다음 랜드마크가 오늘 저녁 주황색으로 점등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06%2FGun_Violence_Awareness_Month_2022.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4a9691a0f214a43393408da458c8c5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876885803540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OeAXPTkuLaguiLzXQsF0QFgFWEl%2FWRz%2BKIEE8ZK%2FLA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06%2FGun_Violence_Awareness_Month_2022.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4a9691a0f214a43393408da458c8c5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876885803540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OeAXPTkuLaguiLzXQsF0QFgFWEl%2FWRz%2BKIEE8ZK%2FLA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06%2FGun_Violence_Awareness_Month_2022.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4a9691a0f214a43393408da458c8c5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876885803540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OeAXPTkuLaguiLzXQsF0QFgFWEl%2FWRz%2BKIEE8ZK%2FLA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everytown.org%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4a9691a0f214a43393408da458c8c5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876885803540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3DnmPEvRYcGGKhmTX8QJ5LifTKvpefDLJe6ZusqS83s%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earorange.org%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4a9691a0f214a43393408da458c8c5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876885803540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TgVAiZdZXG4GNwnq8jPtgc0WVSZABm%2FvlPYHZEYRYI%3D&reserved=0


•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 Mario M. Cuomo 주지사 교량(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 코시우즈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H. Carl McCall SUNY Building)  

• 스테이트 에듀케이션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 Alfred E. Smith 주정부 사무실 빌딩(State Office Building)  

• 주 박람회장 - 메인 게이트 & 엑스포 센터(Main Gate & Expo Center)  

• Franklin D. Roosevelt 미드 허드슨 브리지(Franklin D. Roosevelt Mid-Hudson 

Bridge)  

•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 퍼싱 스퀘어 고가교(Pershing 

Square Viaduct)  

• 올버니 국제공항 게이트웨이(Albany International Airport Gateway)  

•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점핑 콤플렉스(The Lake Placid Olympic Jumping 

Complex)  

•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  

•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주 형사사법서비스국에서 관리하는 GIVE는 뉴욕 시 외곽의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7개 카운티의 20개 경찰서를 지원합니다. 올버니, 브룸, 

셔터쿼, 더치스, 이리, 먼로, 나소, 나이아가라, 오네이다, 오논다가, 오렌지, 렌셀러, 

록랜드, 스키넥터디, 서퍽, 얼스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 검찰청, 보호관찰소, 

보안관 사무소 및 해당 카운티의 다른 파트너들도 이 계획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 Rossana Rosad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주, 국가에서 총기 폭력으로 인한 너무 많은 트라우마, 손실, 파괴를 목격했고, 우리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총기 폭력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단순히 장을 보던 무고한 친구, 이웃, 가족들에 

대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버팔로에서 총기 난사 사건들과 

희생자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증거에 근거한 계획들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불법 총기를 우리 거리에서 구해내는데 도움이 

될 우리의 GIVE 프로그램에 대한 그녀의 리더십, 헌신, 그리고 투자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뉴욕주 총기 폭력 예방 사무국 Calliana S. Thomas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지역사회가 비극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저는 총기 폭력의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 정부 

차원의 접근을 이끌어내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헌신에 동참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가 기관, 지역사회 조직 및 지역 

지도자들, 법 집행 기관 및 형사 사법 제도 등의 집단적인 형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총을 없애고, 청소년들을 긍정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개입과 예방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2023년 예산에서 전년보다 380만 달러가 증가한 1,82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 총기 범죄를 줄이기 위한 증거 기반 전략을 구현 하기 위해 인력, 초과 근무, 

장비 및 기술에 대한 1,330만 달러의 자금 지원에서 증가한 1,400만 달러의 

경찰서와 카운티 법 집행 파트너에게 지급되었습니다.  

- 추가 70만 달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총격 사건이 크게 

증가한 이리(250,000달러), 먼로(250,000달러), 

시러큐스(125,000달러), 올버니(75,000달러) 카운티의 GIVE 

파트너십에 혜택을 줄 것입니다. GIF 자금 조달 주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모든 17개 카운티에 대한 총 GIVE 기금에 대한 카운티 분석 보기  

• 380만 달러를 투자하여 비 치명적 총격 조사, 청소년 참여 작업, 신뢰 구축 

작업 및 재범을 줄이고 고용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 보호 관찰 

감독 시범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모든 GIVE 파트너십은 이 추가 자금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 DCJS는 GIVE 기관에 기술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약 

400,000달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6월 3일을 주 정부의 총기 폭력 인식의 날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웨어 오렌지는 2015년 6월 2일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퍼레이드에서 행진했던 시카고 남부 출신 고등학생 Hadiya Pendleton을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인 2013년 1월 21일, Hadiya는 총경상을 입고 시카고 

놀이터에서 살해 당했습니다. 웨어 오렌지는 Hadiya의 18번째 생일에 시작되었고, 

지금은 6월의 첫 번째 금요일과 그 다음 주말에 전국적으로 기념됩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소개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사업 

집행 훈련, 주 전체 범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범죄 경력 정보와 지문 파일 유지, 뉴욕주 

DNA 데이터뱅크 관리 감독, 뉴욕주 경찰과의 협력, 자금 조달 및 집행 유예와 사회 교정 

프로그램 감독, 연방 및 주 형사 사법 기금 관리, 뉴욕주의 형사 사법 관련 당국에 대한 

지원, 그리고 뉴욕주 성범죄자 목록 관리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진 다목적 형사 사법 지원 

기관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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