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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총기 폭력 퇴치, 청소년 기회 증대 및 뉴욕주 전역의 7개 도시에서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해 2,8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   

    

Albany, Buffalo, Mount Vernon, Newburgh, Rochester, Syracuse 및 Yonkers는 
프로젝트 RISE를 통해 각각 최대 400만 달러 수령 대응, 투자, 유지 및 권한 부여    

    
자금은 커뮤니티 기반 조직이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확장하고 공공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 서비스 격차를 식별하고 계획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예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7개 도시(Albany, Buffalo, Mount Vernon, Newburgh, 

Rochester, Syracuse 및 Yonkers)를 지원하고자 주 전역에서 총기 폭력을 퇴치하기 

위해 2,8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프로젝트 

RISE(Respond, Invest, Sustain 및 Empower)를 통해 제공되고, 각 도시의 커뮤니티 

기반 조직에 최대 200만 달러를 제공하여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기회를 늘리고 총기 

폭력의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는 이웃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구현, 

확장 및 개선하고 공공 안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폭력 예방 서비스와 

안전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각 도시에서 2백만 달러의 자본 자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총기 폭력의 재앙은 다방면에서 과감한 투자를 필요로 하며 프로젝트 RISE를 통해 

지역 조직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각 지역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Hochul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자금과 이러한 파트너십은 이 각 도시의 총기 폭력에 대한 

주의 포괄적인 대응을 개선, 강화 및 확장하여 총기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모든 

뉴욕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내는 더 안전한 이웃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지사와 저는 모든 각도에서 총기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 안전을 두 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사법 집행에 참여하고 총기 법을 강화하며 총기 환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외에도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Antonio Delgado 

부지사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RISE를 통해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 조직은 

자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Delgado 부지사는 오늘 오전 Mount Vernon의 Boys & Girls Club에서 선출된 지역사회 

및 법 집행 지도자들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총기 난사 및 총기 관련 

살인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부의 다각적인 계획의 일환인 프로젝트 RISE에 대한 

뉴욕주의 상당한 투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형사 사법 서비스부(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프로젝트 RISE를 통해 각 

도시의 지역 이해관계자들은 이웃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자금 조달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7개 커뮤니티와 뉴욕주의 GIVE(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기타 13개 커뮤니티의 총기 폭력은 

2021년과 비교하여 올해 첫 8개월 동안 감소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형사 사법 서비스부 커미셔너 Rossana Rosad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 함께 일하면서 개인과 조직이 직면하는 투쟁과 장애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주 전역을 여행하면서 각 커뮤니티의 이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프로젝트 RISE는 매일 참호 속에 있는 기존의 활동적인 소규모 커뮤니티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하여 총기 폭력의 근본 원인에 도달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평화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그룹과 개인을 변함없이 

지원한 Hochul 주지사와 Antonio Delgado 부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로사도(Rosado) 국장과 DCJS 청소년 정의실(Office of Youth Justice) 직원은 이번 

여름에 7개 도시에서 지역사회 기반 조직, 학교, 지방 정부 및 법 집행 기관의 주민과 

대표로부터 현재 프로그램, 서비스 격차, 접근 장벽, 폭력의 장기적인 영향을 

해결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고자 커뮤니티 경청 세션 및 이해 

관계자 워크숍을 주최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후, 청소년 정의실(Office of Youth Justice) 직원은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프로젝트 RISE 운영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지속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자금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식별하며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 계획을 구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 커뮤니티의 폭력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 치유 및 형평성 렌즈를 통한 커뮤니티 파트너십 및 프로그래밍 증가를 통해 

커뮤니티 내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각 시의 운영 위원회는 최대 50만 달러(총 200만 달러)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4개의 커뮤니티 조직을 식별하고 기금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 사법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각 시의 

프로젝트 RISE 자금은 멘토링, 정신 건강 서비스, 회복 관행, 커뮤니티 신뢰 구축, 고용 

및 교육 지원, 청소년 개발 활동을 비롯해 특히 폭력에 장기간 노출로 인한 외상을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riminaljustice.ny.gov%2Fcrimnet%2Fojsa%2FGIVE%2520Monthly.pd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a36bee279be14d81fa5408dab5f2251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2234901890116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A%2B1kNwWZVQ7ONbprY5KltauIFm8NRs5JO2WsIifHZ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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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Glenys.Rivas2%40otda.ny.gov%7Ca36bee279be14d81fa5408dab5f2251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2234901890116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A%2B1kNwWZVQ7ONbprY5KltauIFm8NRs5JO2WsIifHZng%3D&reserved=0


해결하고, 회복력을 구축하고 청소년, 가족 및 이웃 간 관계를 강화하는 기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커뮤니티는 구현하기로 선택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백만 달러의 자본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DCJS는 데이터 기반 접근법을 사용해 7개의 초기 프로젝트 RISE 커뮤니티를 식별하고 

각 도시의 경찰서에서 주에 보고한 강력 범죄 및 총격 사건 자료를 비롯해 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에 요약된 대로 각 시의 인구 통계 및 

빈곤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Andrea Stewart-Cousins 주 상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차원의 스마트 총기 안전법을 통과시켜 폭력에 맞서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지만 

파트너십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대표하는 지역사회에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 사법 

시스템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입은 법 집행 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과업을 계속 구축하고자 프로젝트 RISE를 통해 이 2,800만 

달러의 주 전체적 차원의 투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 지역사회에 투자해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와 Antonio Delgado 

부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주 상원의원 Jamaal Bai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총기 폭력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총기 폭력의 확산은 전면적이며 지역 사회 주도의 대응이 필요하며 우리는 이 

순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RISE는 총기 폭력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 자금이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Mount Vernon 시와 주 전역의 커뮤니티를 위해 변혁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투자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헌신적인 개인 및 조직에 대해 Kathy Hochul 주지사와 Antonio Delgado 부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Jonathan Jacobson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대표하는 

Newburgh에는 총기 폭력이 너무 많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옹호하고 지지해 온 총기 

폭력 퇴치를 위한 주지사의 약속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첫째, 불법 총기 밀매와 I-95의 

철 파이프라인 및 기타 지역을 따라 주 외부에서 불법 총기의 흐름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적기법(Red Flag Law)의 확대·집행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손에서 총을 빼앗는 것입니다. 셋째, 젊은이들에게 투자하여 

그들이 방과후 활동을 통해 거리에서 벗어나고 보수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RISE는 총기 폭력에 대한 이 포괄적인 접근법의 세 번째 

부분을 다룹니다. 총기 폭력에 맞서는 실질적인 접근법으로 일상적인 수사를 넘어선 

Hochul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Westchester 카운티 임원 George Latim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폭력 퇴치는 모든 수준의 정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 협력적인 접근법을 취합니다. 프로젝트 RISE는 이러한 협력적 접근의 

결과입니다. 이 중요한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한 작업에 대해 주지사, 부지사 및 모든 

파트너에게 감사드립니다."   

   

Kathy Sheehan Albany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우리 

커뮤니티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총기 폭력 퇴치를 위해 매일 

그렇게 노력하는 Hochul 주지사를 지지합니다. 뉴욕주의 검증된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2021년에 총기 난사 사건을 30% 이상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지역, 주 및 연방 파트너와 협력하여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타주 

종종 우리의 거리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우리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Syracuse 시장 Ben Wals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Syracuse 시장 사무실이 운영된 지 불과 6개월이 지났고 이미 우리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수준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무소는 Syracuse의 총기 

폭력을 최종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이해 관계자와의 참여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총기 폭력에 기여하는 근본 원인을 

악화시켰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RISE를 통해 시와 우리 

커뮤니티 파트너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을 늘리고 Syracuse의 

청소년과 가족을 돕고 공공 안전을 개선하는 새로운 개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이 새로운 

자금을 제공한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Rochester 시장 Malik Eva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와 저희 팀은 공공 안전을 

개선하고 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환영적인 지원은 

Rochesterians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총기 폭력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ochester와 주 

전역의 도시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투자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Mount Vernon 시장 Shawyn Patterson-Howar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총기의 확산과 정신 건강의 대유행 시기 증가는 총기와 관련된 폭력의 

증가와 전국 지역사회의 트라우마를  초래했습니다  이 중요한 자금은 소규모 비영리 

단체가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 근절을 위해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범죄 근절을 돕기 

위해 최전선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Hochul 주지사와 Delgado 

부지사에게 감사합니다."   

   

Newburgh 시장 Torrance Harv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Newburgh 시의 

시장인 Kathy Hochul 주지사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Newburgh NY를 포함한 7개 



도시에 대한 이 프로젝트 RISE 보조금은 총기 폭력 및 정신 건강 문제와 실시간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 주지사가 얼마나 열심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이 노력은 

우리의 위대한 도시와 주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제공할 것입니다!"   

  

Buffalo 시장 Byron W. Brow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RISE는 

무의미한 총기 폭력을 줄이는 데 필요한 자원을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조직에 제공할 

혁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둠으로써 우리는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더 강력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그녀의 리더십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아끼지 

않은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Hochul 주지사는 법 집행 기관과 지역 사회 기반 조직의 총기 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DCJS가 관리하는 프로젝트 RISE 및 기타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뉴욕주의 2023 회계연도 예산에서 2억 2,7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90만 달러로 SNUG 및 커뮤니티 기반 총기 폭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추가 

SNUG 프로그램 지원, 취약한 젊은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래밍 증대, 기술 기반 취업 준비 및 취업 교육을 제공, 

아웃리치 직원을 모집하고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시, 그리고 연방 자금 약 

400만 달러로 피해자 서비스 사무소를 통한 SNUG 프로그램에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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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사법 집행기관에 지원하여 증거 기반 전략을 통해 총기 

폭력 피해가 가장 큰 17개 카운티 20개 지역사회에서 총기 사건 완화 및 생명 

보호.   

• 1,500만 달러를 총기 범죄 데이터 등 범죄 관련 정보를 350개 이상의 주 및 지방 

사법 집행기관과 공유하는 뉴욕의 10개 범죄 분석 센터(Crim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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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으로 활용.    

• 2천만 달러로 사법 집행 기술 보조금에 대해 번호판 판독기, 이동식 및 고정식 

감시 카메라, 무인 항공기, 총상 감지 장치, 순찰차 및 경찰관용 스마트 장비 및 

기타 종류의 공공 안전 장비를 포함합니다.  

  

예산에는  신체 착용 카메라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1천만 달러, 연속 재판 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 이외의 모든 카운티에 2천만 달러로 재판 전 서비스 자금 지원,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136-million-fight-gun-violence-aid-victims-and-survivors-and-bolster&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a36bee279be14d81fa5408dab5f2251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2234901890116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Sif%2FOGvRHFGC9MFwkA5W5d0PdSuC6Xijcxk5cgLK9R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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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Glenys.Rivas2%40otda.ny.gov%7Ca36bee279be14d81fa5408dab5f2251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2234901890116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Ir6fNus4rSPKHBhxv4GHR%2BLCFbjfyQTnfR9yJNWTmk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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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Glenys.Rivas2%40otda.ny.gov%7Ca36bee279be14d81fa5408dab5f2251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2234901890116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Ir6fNus4rSPKHBhxv4GHR%2BLCFbjfyQTnfR9yJNWTmk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50-million-public-safety-funding-2022-division-criminal-justice&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a36bee279be14d81fa5408dab5f2251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2234901890116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ParImqAb0u77t1WkpvIjYF8trLC2TwHJmjZ7caCEaN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50-million-public-safety-funding-2022-division-criminal-justice&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a36bee279be14d81fa5408dab5f2251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2234901890116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ParImqAb0u77t1WkpvIjYF8trLC2TwHJmjZ7caCEaN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50-million-public-safety-funding-2022-division-criminal-justice&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a36bee279be14d81fa5408dab5f2251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2234901890116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ParImqAb0u77t1WkpvIjYF8trLC2TwHJmjZ7caCEaNk%3D&reserved=0


그리고 여기에는 심사 및 평가, 감독, 중앙 집중식 사례 관리 시스템 및 법원 시스템과의 

전용 정보 공유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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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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