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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총기 폭력 대응, 피해자 및 생존자 지원, 공중 보건 위기에 대한 

주정부 노력 강화를 위한 1,360 만 달러 지원 발표  

  

주정부 예산에서 910 만 달러 확보하여 총기 폭력 예방 및 개입 인력 약 150 명을 
증원하는 작년의 비상 조치 확대  

  
200 만 달러의 지역사회 폭력 개입법 보조금을 퀸즈의 비영리 단체에 지급하여 총기 

폭력 피해자 및 가족 지원  
  

250 만 달러를 뉴욕주 보건부 산하 총기 폭력 예방청에 지원하여 데이터 분석, 기관 간 
협력, 공공 인식 제고에 활용  

  

총기 폭력 대응을 위한 뉴욕주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인해 연간 총기 사건이 크게 
감소했으며 데이터 확인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총기 폭력 대응, 피해자 및 생존자 지원을 비롯해 2020 년 

초부터 발포 및 화기 관련 범죄 증가를 경험한 지역사회에서 공중 보건 위기에 대한 

주정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1,360 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910 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뉴욕주는 비영리 단체 및 병원 30 곳을 지원하고 이들이 

2023 년까지 총기 폭력 개입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200 만 달러를 

지원해 퀸즈 폭력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 지역사회 수요에 대응합니다. 

250 만 달러는 뉴욕주 총기 폭력 예방청(Office of Gun Violence Prevention)의 공공 

인식 제고 및 데이터 분석에 사용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총기 폭력에 개입하여 

근절하는 한편 총기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회복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 사랑하는 

사람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가운데, 거리 자원봉사 

인력과 사회 봉사자들의 노력을 강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중 보건 위기를 

극복하여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riminaljustice.ny.gov%2Fcrimnet%2Fojsa%2FGIVE%2520Monthly.pdf&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30516b72651d4807798908da65c452e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41912820112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WCtX2BTGhAvYAzrKAMW0jYF1z8uI14eW39icbSSG6v8%3D&reserved=0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와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단순히 총기를 거리에서 없대는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개입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뉴욕주 전역의 모든 지역사회에 피해를 미치고 있는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가족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이 총기 폭력 

대응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또한 총기 폭력의 피해자와 생존자에 대한 

지원에서도 선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브루클린의 CAMBA(브라운스빌 인(Brownsville In), 바이올런스 

아웃(Violence Out)) 방문 당시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사법 정의 

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이 집행하는 910 만 달러는 

비영리 단체와 병원이 신규 현장 활동가, 폭력 단속 인원 및 직원을 지속적으로 고용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들은 중재, 멘토링,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총기 폭력을 

줄이고자 노력하면서, 폭력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이 경험하는 트라우마를 다루게 

됩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주지사의 3 단계 어젠다의 핵심으로, 지역사회 기반 대응 

투자를 3 배 증액하고 사법 집행 기관의 총기 범죄 해결 역량 강화에 투자하며 불법 

총기 기관 간 태스크포스(Interstate Task Force on Illegal Guns) 창설 등을 통해 뉴욕주 

ㅓㄴ역에서 총기 폭력을 예방 및 완화합니다.  

  

1 월 Hochul 주지사가 출범시킨 불법 총기에 대한 주정부 태스크포스(Interstate and 

Intrastate Task Force on Illegal Guns)는 사법 집행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협력을 강화하여 총기 압수가 크게 증가했고 총격 사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22 년 6 개월 동안 뉴욕시 총기 사건은 작년 동기 대비 12 퍼센트 

감소했습니다. 동기 대비 총기 사건은 브루클린에서 약 20 퍼센트 감소했다고 Hochul 

주지사가 목요일 발표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뉴욕시 이외 지역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DCJS 에서 

관리하는 주정부의 총기 관련 폭력 근절(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GIVE) 

이니셔티브는 인력, 장비,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위해 현지 법 집행 기관에 주 기금을 

제공합니다. GIVE 는 뉴욕시 이외의 주에서 총기 범죄의 80 퍼센트를 차지하는 17 개 

카운티 소재 20 개 부서를 지원합니다. 1 월부터 6 월까지 20 개 GIVE 관할 지역에서 

총기 사건이 8 퍼센트 감소했고, 발포 피해자도 9 퍼센트 줄어들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기 압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2 년 6 개월 동안 주 경찰(State Police)은 694 정의 

총기를 압수했고 이는 작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총기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뉴욕 경찰(NYPD)은 2022 년 현재까지 3,700 정 이상의 

화기를 압수했고, 총기 관련 체포가 27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Rossana Rosado 사법 정의 서비스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Hochul 주지사는 총기 폭력 완화를 위한 비상 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자원봉사 및 총기 폭력 개입팀은 주 전역에서 총기 폭력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successful-start-interstate-task-force-illegal-guns&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30516b72651d4807798908da65c452e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41912820112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AGN7oJfZPpi1R6kBOj118oyH75j8YKDJJKJ%2F%2F5YMqN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successful-start-interstate-task-force-illegal-guns&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30516b72651d4807798908da65c452e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41912820112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AGN7oJfZPpi1R6kBOj118oyH75j8YKDJJKJ%2F%2F5YMqN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riminaljustice.ny.gov%2Fcrimnet%2Fojsa%2FGIVE%2520Monthly.pdf&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30516b72651d4807798908da65c452e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41912820112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WCtX2BTGhAvYAzrKAMW0jYF1z8uI14eW39icbSSG6v8%3D&reserved=0


내고 있습니다. 아직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지속적으로 

총기 폭력 방지 이니셔티브에 자금 지원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확대, 개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 전역의 우리 파트너들은 

현장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노력을 지속하며 모든 뉴욕 주민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피해자 서비스청(Office of Victim Services, OVS)이 집행하는 200 만 달러를 

퀸즈 지역사회 역량 개발(Community Capacity Development)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사회 

폭력 개입법(Community Violence Intervention Act, CVIA) 자금은 2 년 동안 830 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CVIA 는 총기 폭력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주 연방 범죄 피해자 법의 기금 일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역량 개발은 보조금을 위기 대응, 사례 관리, 자원봉사 인력, 

사회봉사 인력, 통역 및 정신 건강 상담을 비롯해 피해자 직접 지원 서비스를 위한 비상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올해 봄, Hochul 주지사는 CVIA 자금 1 차 라운드 636 만 달러를 

2 년 동안 7 개의 비영리 단체에 지원합니다.  

  

Elizabeth Cronin 피해자 서비스청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기 폭력이 

파급 효과를 일으켜 대상이 되는 개인 뿐 아니라, 이스트 버펄로의 사례와 같이 가족과 

친구, 이웃 전체가 상실과 트라우마 등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서비스청에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서비스, 자원, 지원을 총기 폭력의 피해자와 

생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폭력 개입법 자금을 

통해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중요한 문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투자는 문제의 근원 파악, 지역사회 참여, 개인에게 서비스 및 자원 제공 등을 

통해 총기 폭력을 공중 보건 문제로 인식하는 접근법을 취합니다. 또한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산하 총기 폭력 예방청은 250 만 달러를 지원받아 기관 

간 총기 폭력 감축 노력을 조정하고 데이터 분석, 공공 인식 제공 노력 등을 추진합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은 

공중 보건 문제이며 총기 폭력 완화를 비롯해 관련이 있는 보건 노력 추진은 지역사회 

투자에서 시작됩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총기 폭력 사건을 줄이겠다는 Hochul 주지사 

공약의 일환으로, 이번 자금 지원은 무분별한 비극을 근절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신뢰받는 지역사회 단체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 사태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폭력 완화와 생명보호를 위해 데이터로 입증된 방법을 사용하는 지역사회 

폭력 개입 단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최근 통과된 

초당적 총기 안전법에 따른 CVI 프로그램에 2 억 5,000 만 달러를 확보하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저는 연방 보조금 전부를 이러한 프로그램에 사용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more-63-million-support-victim-services-communities-hardest-hit-gun&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30516b72651d4807798908da65c452e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41912820112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VDLcZU%2Bt6gSwfpJULTSDusSHqWCj1X0cYvJE8UFfJM%3D&reserved=0


  

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지역사회와 전국이 

증가하는 총기 폭력에 노출된 가운데, 이번 자금은 총기 폭력 피해자와 생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합니다. 저는 총기 폭력을 

중단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Jerrold Nadl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으로 전국의 너무 많은 

지역사회가 피해를 입었으나 뉴욕의 지역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해결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자금 지원은 총기 폭력의 피해를 막기 위한 커다란 

진전입니다. 제 '아동 보호법(Protecting Our Kids Act)'을 발의하고 '초당적 안전 

지역사회법(Bipartisan Safer Communities Act)'을 위해 투표하는 등 의회에서 매일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주를 선도하고 있는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총기 폭력 사태 해결을 위해 주지사와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여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가하는 총기 

폭력으로부터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뉴욕주와 전국에 피해를 입히는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서 총기 폭력을 바라보는 전일적 

접근법의 일환으로 증거 기반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은 상원 여당 

컨퍼런스(Senate Democratic Conference)의 핵심 과제입니다. 의회와 협력하여 

주지사가 지속적으로 총기 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생존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자금을 집행해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10 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 프로그램  

  

• 브라운스빌 씽크 탱크 매터스(Brownsville Think Tank Matters), 

브루클린: 1 명, 75,000 달러  

• CAMBA(브라운스빌 인(Brownsville In), 바이올런스 아웃(Violence Out) - 

브루클린): 3 명, 120,000 달러  

• CCI(RISE/브룩클린, 세이브아워스트리트(Save Our 

Streets)/브롱크스, 네이버후드 세이프티 이니셔티브(Neighborhood 

Safety Initiatives)/할렘): 6 명, 420,000 달러  

• 센트럴 패밀리 라이프 센터(The Central Family Life 

Center)(스태튼아일랜드): 3 명, 136,8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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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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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dens), 브룩데일 병원(Brookdale Hospital), 킹스 카운티 병원(Kings 

County Hospital): 11 명, 660,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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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 게이트웨이 커뮤니티 임파워먼트(Gateway Community 

Empowerment) (브룩클린): 1 명, 36,000 달러  

• 그레이터 코니아일랜드 유태인 커뮤니티센터(Jewish Community Center 

of Greater Coney Island): 3 명, 175,695 달러  

• 라이프캠프(LIFECamp)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퀸즈 및 자마이카 

병원): 6 명, 240,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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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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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튼 아일랜드 대학병원(Staten Island University Hospital): 5 명, 

557,500 달러  

• 건스다운, 라이프업(Guns Down, Life Up) (NYC 보건 병원(NYC 

Health + Hospitals)/링컨): 3 명, 191,382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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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 병원): 3 명, 180,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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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 스트리트 코너 레스큐(Street Corner Resources)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할렘 및 할렘 병원): 6 명, 300,000 달러  

• 어번 유스 얼라이언스 인터내셔널(Urban Youth Alliance 

International) (브롱크스): 3 명, 156,975 달러  

  

뉴욕주 DCJS SNUG 지역사회 및 병원 기반 프로그램  

  

• 올버니: 트리니티 얼라이언스(Trinity Alliance), 8 명, 459,937 달러, 

올버니 의료 센터(Albany Medical Center), 3 명, 247,573 달러  

• 브롱크스: 자코비 메디컬 센터(Jacobi Medical Center), 10 명, 914,000 

달러  

• 버펄로: 이리 카운티 메디컬 센터(Erie County Medical Center), 12 명, 

855,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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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60 달러  

• 마운트 버넌: 웨스트체스터 가족 서비스(Family Services of 

Westchester), 3 명, 146,416 달러  

• 뉴버그: RECAP, 3 명, 160,200 달러  

• 포킵시: 패밀리 서비스(Family Services), 3 명, 160,200 달러  

• 로체스터: 패스스톤(PathStone), 7 명, 427,800 달러, 분쟁 해결 

센터(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3 명, 100,000 달러  



• 시러큐스: 시러큐스 커뮤니티 커넥션(Syracuse Community 

Connections), 7 명, 422,420 달러, 뉴욕 주립 대학 업스테이트 메디컬 

센터(SUNY Upstate Medical Center), 3 명, 282,98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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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커스: 용커스 YMCA, 2 명, 101,600 달러  

• 와이언댄치: 서퍽 경제 기회 위원회(Economic Opportunity Council of 

Suffolk), 1 명, 44,570 달러  

  

DCJS 지원을 받는 SNUG 도시 봉사(Street Outreach) 프로그램은 또한 약 900,000 

달러를 지원받아 봉급 인상 및 프로그램 추가 수요 대응 등에 사용합니다. DCJS 는 

SNUG 프로그램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행정 지원에 254,000 달러를 

사용합니다.  

  

주지사와 주 의회가 제정한 2023 년 회계연도 예산에는 2 억 2,700 만 달러의 기금이 

포함되어 법 집행 기관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총기 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할 대담한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을 활용하여 DCJS 는 다음을 

추진합니다.  

  

• 2,090 만 달러의 SNUG 및 지역사회 기반 총기 폭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추가 SNUG 프로그램 지원, 소외된 청년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기술 기반 일자리 준비 및 일자리 배치 훈련 실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유지 프로그램 시행, SNUG 프로그램 내 사회봉사 

서비스 실시를 위한 피해자 서비스청을 통한 연방 자금 약 400 만 달러.  

• 1,820 만 달러를 최대 규모 주정부 투자인 뉴욕주 총기 관련 폭력 근절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사법 집행기관에 지원하여 증거 기반 전략을 통해 

총기 폭력 피해가 가장 큰 17 개 카운티 20 개 지역사회에서 총기 사건 

완화 및 생명 보호.  

• 1,500 만 달러를 총기 범죄 데이터 등 범죄 관련 정보를 3350 개 이상의 주 

및 지방 사법 집행기관과 공유하는 뉴욕의 10 개 범죄 분석 센터(Crime 

Analysis Centers)에 지원하여 총기 관련 폭력 범죄 등 범죄 방지, 조사, 

해결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사법 정의 지원 기관인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i) 법 집행기관 훈련, (ii) 주 전역의 범죄 자료 수집 및 분석, (iii) 

범죄 경력 정보 및 지문 파일 유지관리, (iv)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뉴욕주 DNA 데이터뱅크의 관리 감독, (v) 보호관찰 및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감독, (vi) 연방 및 주 형사 사법 기금 관리, (vii) 주 

전역의 형사 사법 관련 기관 지원, (viii) 뉴욕주 성범죄자 목록(Sex Offender Registry) 

관리 등 다양한 책임을 부여받은 다목적 형사 사법 지원 기관입니다. 서비스국을 

트위터(Twitter) 및 페이스북(Facebook)에서 팔로우해 주십시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fy-2023-budget-investments-create-safer-and-more-just-new-york-state&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30516b72651d4807798908da65c452e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41912820112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DoMZrbW3lHLF7T1Csg45yM2x4D71aeLKUr0wZLP8tN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expansion-states-snug-street-outreach-program-niagara-falls&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30516b72651d4807798908da65c452e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41912820112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c9pfizOPe%2Bo%2FGKRAso51mXhCyCDNfcywZzZHmd7o1f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largest-ever-investment-new-york-states-gun-involved-violence&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30516b72651d4807798908da65c452e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41912820112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S%2B3TrA4QKtoewl%2BPAJAU%2B5Gm4gs3YCQ56f6JO%2FbiFI%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largest-ever-investment-new-york-states-gun-involved-violence&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30516b72651d4807798908da65c452e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41912820112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S%2B3TrA4QKtoewl%2BPAJAU%2B5Gm4gs3YCQ56f6JO%2FbiFI%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criminaljustice.ny.gov%2F&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30516b72651d4807798908da65c452e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41912820112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y6BJTiHbgU8rBTYnxCylR%2FRY%2B2DF7zFKwJWaGnW7pB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criminaljustice.ny.gov%2F&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30516b72651d4807798908da65c452e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41912820112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y6BJTiHbgU8rBTYnxCylR%2FRY%2B2DF7zFKwJWaGnW7pB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twitter.com%2Fnysdcjs&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30516b72651d4807798908da65c452e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41912820112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CvLUav2p71i%2Fo2QWdCRw6l85DG7NBQbJ8AbpeOX5DB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facebook.com%2Fnysdcjs&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30516b72651d4807798908da65c452e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41912820112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Hn0WJxwTIBppt4%2F%2Fl23L8%2FM%2BUHE9kdnHboWKxpjtAw%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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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직접 서비스를 피해자 및 가족에게 제공하는 20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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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실을 트위터(Twitter) 및 페이스북(Facebook)에서 팔로우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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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ovs.ny.gov%2Fconnect&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30516b72651d4807798908da65c452e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41912820112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VGPJ30Z8wOH9vwgzQO1Ak1i5dkN0FtKEItQW8J0YNz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twitter.com%2Fnysovs&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30516b72651d4807798908da65c452e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419128216814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jo8hYd141NFeoby4feztaHq4ZnqTV4yogbHhzXQaE5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facebook.com%2Fnysovs&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30516b72651d4807798908da65c452e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419128216814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zamLMFB6SzjaJrERit8d%2Bsuk3LCWU8abxcqHZafUFOk%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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