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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총기 폭력과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주요 공공 안전 조치와 투자 

계획 발표   

      

        뉴욕주 경찰 지역사회 안정화 전담반을 확대하고, 연방 기동 부대에 대한 
경찰관의 참여를 강화하며, 신입을 위한 전례 없는 4개의 아카데미 수업을 제공하여 

부대의 계급 증대  

                   

국가적으로 인정된 총기 관련 폭력 근절 이니셔티브에 대한 주정부 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주 62개 지방 검찰청에 세 배 이상 지원  

     

재범률을 줄이는 수감 및 재입국 프로그램의 대안에 기록적인 투자를 하고 뉴욕 시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보석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   

     

펜타닐의 지역사회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주 정부의 대응 노력 강화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3년 주정부의 시정의 일환으로서 주요 공공 안전 

이니셔티브와 투자 계획을 발표하여 팬데믹 기간 동안 방해 받았던 총기 폭력과 다른 

폭력 범죄를 추가로 줄이고, 재범률을 낮추고, 치명적인 펜타닐의 유입을 해결하고, 

법원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증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 경찰 지역사회 안정화 전담반의 수를 늘리고, 연방 기동 부대에 대한 

경찰의 참여를 강화하며, 전례 없는 4개의 아카데미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주 경찰의 

계급을 늘리는 포괄적인 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의 

전국적으로 인정된 총기 관련 폭력 근절(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주의 62개 지방 검사실에 대한 기소 

보조금을 세 배 이상 지원하며, 감금 및 재입국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에 기록적인 

자금을 투자하여 재수감률을 낮추고 개인이 감금된 후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고 이웃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커뮤니티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 안전은 제가 강조하는 최우선 순위 

과제입니다. 저는 뉴욕 주민을 보호하고, 총기 폭력과 폭력 범죄를 단속하고,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입증된 해결책에 투자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Delgado 부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범죄를 줄이고, 더 안전한 

지역을 건설하며, 재범의 주기를 깨기 위해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이러한 직접적인 투자는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 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새로운 투자는 뉴욕주 경찰, 형사 사법 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및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입증된 기금,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우리의 형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입법부와 협력하여 주 보석법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Steven A. Nigrelli 주 경찰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불법 

총기를 근절하고 주 전체적으로 총기 폭력을 줄이는 데 성공을 거두기 위해 법 집행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의 제안은 

우리가 이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주지사의 리더십과 주 경찰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형사 사법 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커미셔너인 Rossana 

Rosad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은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 모두의 사법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주지사님은 

총기 폭력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강화함으로써, 계속해서 더 안전한 뉴욕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GIVE (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GIVE) 이니셔티브, 범죄 분석 센터 네트워크, 수감 및 구금에 대한 대안, 발견 및 재판 

전 절차를 포함한 최근 사법 개혁에 대한 중요한 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작동하는 공공 

안전 전략을 지원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부커미셔너인 Anthony J. Annucc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는 

상당한 수의 불법 총기를 압수하여 동료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는 GIVE 계획에 

참여하는 가석방관, 수사관 및 기타 법 집행 파트너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작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GIVE에 대한 자금을 강화하고 구금에 대한 대안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폭력 개입에 대한 감독(SAVE) 이니셔티브를 

통해 부서의 전자 모니터링 사용과 강화된 집중적인 감독을 확대함으로써 공공 안전에 

대한 균형 잡힌 다각적 접근 방식을 취한 주지사님을 칭찬합니다."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NYSP)   



지역사회 안정화 전담반은 불법 총기를 차단하기 위한 주 경찰의 다각적인 접근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인력이 부족한 지역 경찰 기관에 범죄 급증과 새로운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캐니 디테일을 포함한 경찰관과 이 

전담반에 할당된 조사관은 이웃의 폭력과 삶의 질을 해결하기 위해 표적 세부사항, 전용 

순찰, 사업주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협력과 같은 다양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전담반은 

또한 지역사회가 물리적 경찰의 존재를 증가시키고 대중들이 그들의 우려를 이해하도록 

상호작용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범죄 활동을 저지하는 것을 돕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제안으로 이러한 전담반이 16개에서 25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 경찰은 불법 총기를 거리에서 제거하고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강화하면서 연방 특별 수사대에 대한 존재감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담반에 대한 참여는 정보 및 인텔리전스에 대한 액세스 증가로 이어지며, 

연방 전담반은 주, 카운티 및 지역 경계를 넘어 격차를 보다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권한과 리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검찰 및 경찰과 협력하여 뉴욕주의 

모든 범죄 총기의 DNA가 주의 DNA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되고 더 빨리 분석되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의 힘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전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찰력의 재건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4개의 주 경찰 아카데미 수업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는 심각한 범죄와 싸우는 데 초점을 맞춘 노력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형사 사법 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뉴욕은 GIVE, 지역사회 안정화 전담반, SNUG 

Street Outreach 프로그램, 기관 간 협업 및 협력, 범죄 분석은 물론 지역, 주 정부 및 

연방 법 집행 기관 간 데이터 및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입증된 프로그램 및 전략에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총기 폭력의 수를 기록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2019년 뉴욕주는 304건의 총기 관련 살인 사건을 보고했는데, 이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2017년에만 더 낮았습니다: 296건. 

GIV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0개 경찰 부서에서 보고한 부상과 관련된 총격 사건의 

수와 총격 희생자의 수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감소했는데, 두 시치 모두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된 지수 범죄도 7년 동안 매년 감소하여 2019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큰 10개의 주들 중에서 가장 

안전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폭력사태가 급증하고 범죄 정의와 법원 시스템을 통해 범죄 

정의되지 않은 전염병을 겪었고 사회적 불안감을 경험하지 않고 사회적 불안감을 

경험하지 않고 사회적 불안감을 경험했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된 범죄도 전국과 뉴욕주 

전역에서 증가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은 이 공공 안전 이니셔티브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공공 안전 이니셔티브에 2억 2,700만 달러 상당의 공공 안전 이니셔티브를 



확보했습니다. 10,000개 이상의 불법 총기가 거리에서 압수되었고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GIVE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에서 총격이 16% 감소했으며 주 전역에서 살인이 

10%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팬데믹 이전 기간 대비, 

뉴욕시의 강력 범죄는 32% 증가했지만 5개 자치구 이외의 지역사회는 4% 정도의 강력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GIVE에 대한 자금은 2배인 3,6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이는 현장 투입 경찰, 

집중 억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및 거리 홍보와 같은 증거 기반 전략의 사용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총기 폭력 퇴치에만 전념하는 150명 이상의 경찰과 검사를 

고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17개 카운티의 20개 경찰서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카운티에서는 뉴욕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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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원(Aid to Prosecution) 자금은 4,00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며, 이는 주 

62개 지방 검사 사무실에서 검사를 추가로 고용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주정부는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발견법의 시행과 주 보석법의 변경으로 뉴욕시 이외의 

57개 카운티에 대한 발견 자금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입니다. 주 정부는 현재까지 

교육, 인력, 초과 근무, 행정 지원, 장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연결을 위해 자금을 

사용한 카운티에 8,000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카운티는 지방 검사 사무실, 지역 

경찰서 및 보안관 사무실에 대한 요청을 우선시하는 계획을 DCJS에 제출해야 했지만, 

자금 지원은 보석 개혁, 비영리 단체 및 법의학 연구소의 결과로 발생하는 재판 전 

서비스와 사건 감독 증가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DCJS는 또한 국가 모델이자 주 및 지역의 범죄 억제, 조사 및 해결 노력의 중추인 범죄 

분석 센터 네트워크(Crime Analysis Center Network)를 뉴욕시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이 센터는 올버니, 브룸, 이리, 프랭클린 먼로, 나이아가라, 오네이다, 

오논다가, 오렌지, 서퍽 카운티에 위치한 10개의 다른 센터와 함께 거의 43개 카운티에 

걸쳐 350개 이상의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고 매년 60,000개 이상의 요청을 처리합니다.  

     

지역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DCJS의 지원을 받는 센터는 지역 당국이 살인, 총격, 

강도, 증오 범죄 및 연쇄 강도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조직 범죄 단체가 저지른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뉴욕시 센터는 주 전체의 데이터와 정보 공유를 

보장하기 위해 뉴욕 경찰국을 포함한 5개 자치구의 파트너들과 범죄 분석 및 정보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육성할 것입니다. 새로 설립되는 이 센터는 또한 불법 마약 거래와 

총기 폭력의 순환을 방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뉴욕-뉴저지 고강도 마약 밀매 지역(High 

Intensity Drug Trafficking Area, HIDTA) 내에 위치한 기존의 지역 범죄 분석 기능과 

통합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펜타닐이 뉴욕주로 유입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자금 지원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펜타닐 유통 및 관련 사망에 초점을 맞춘 범죄 분석가가 HIDTA에 

추가로 배치되고, 주정부는 검사를 위한 안티 펜타닐 혁신 보조금(Anti-Fentanyl 

Innovation Grant)을 마련하여 공급망을 대상으로 하고 과다복용 사망과 관련된 사건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 기관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협력하여 전담 사례 관리, 관리 조정 및 

안정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20개 카운티 재진입 전담반에 대한 자금 지원이 3배로 

증가합니다. DCJS는 1,200만 달러를 관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담반들은 연간 

7,500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5,000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투자는 행동, 건강, 고용 및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위기에 직면한 개인을 위한 안정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초기 주거 및 교통 

비용을 상쇄하며, 노동력 훈련 및 고용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파트너를 지원할 것입니다지역사회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전화 서비스입니다.   

     

수감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은 사람들을 치료 및 서비스와 연결하고, 수감 사용을 

줄이며,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고, 재범률을 줄임으로써 공공 안전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3,000만 달러로 두 배로 늘리면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투자 수익률(즉, 1달러당 4달러)이 크게 향상되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액세스 및 

가용성이 보장됩니다. 뉴욕은 이러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시 체포되는 비율을 

줄일 것입니다.  

     

주정부는 동시에 뉴욕 이외의 모든 카운티에 대한 시범 서비스 기금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입니다. 이 자금은 심사 및 평가, 감독, 중앙 집중식 사건 관리 시스템, 법원 

시스템과의 전용 정보 공유를 포함한 연속적인 사전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보호관찰 담당 부서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자금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확대 및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공 안전을 개선하고 법원 출석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DOCCS)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는 폭력적 개입에 대한 감독(Supervision Against Violent 

Engagement, SAVE) 시범 프로그램을 로체스터에서 올버니, 버팔로, 시러큐스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석방 중 재범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식별된 사람들은 전자 

모니터링과 집중적인 감독을 받게 됩니다.  

DOCCS는 또한 지역 수준에서 정보 수집 및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각 GIVE 관할 

구역의 데이터 코디네이터로 일할 상근 가석방 담당관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받을 것입니다. 주 경찰의 각 총기 폭력 전담반 관할 구역에 있는 DOCCS의 특별 



조사실(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OSI)에 상근 수석 수사관을 배치하여 교차 관할 

구역 정보를 수집하고 참석합니다.  

   

주 전체의 소방 서비스를 안정화하여 비상 대응 능력 향상  

의용소방대는 주의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9백만 명의 뉴욕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서들의 4분의 3 이상이 자원봉사와 

봉사를 기꺼이 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동시에, 서비스 요청은 

1997년에서 2020년까지 29%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상호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상호 지원 요청에 응답하는 부서는 

도움을 받기 위해 이웃 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전국적으로 61%의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2000년과 2020년 사이에 상호 원조 전화가 151%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원봉사자와 직업 소방서의 인력과 인력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채용과 보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님은 지역사회가 자격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핵심소방대원 교육과 관련된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주 정부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은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때 잃는 임금의 일부를 상쇄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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