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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주지사는 수도권 지역 범죄 분석 센터의 확장 계획 발표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한 주 정부의 제안 강조  

  

새 센터는 이전 위치의 4배에 달하는 50만 달러의 업그레이드 비용과 2배에 달하는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Hochul 주지사가 확보한 기록적인 1,500만 달러의 투자로 자금을 조달한 주 전역의 

10개 중 하나  

  

주지사는 2023년 시정 연설 의제의 일부로 범죄 분석 센터 네트워크를 뉴욕시로 

확장하고, 총기 관련 폭력 제거 계획에 대한 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주 62개 지방 검사 

사무소에 대한 자금을 세 배로 늘리는 등 주요 공공 안전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올버니에 위치한 수도권 지역 범죄 분석 센터를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센터는 국가 지원 네트워크의 10개 센터 중 하나로, 법 

집행 기관이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 감소 및 예방할 수 있도록 중요한 범죄 분석, 

정보 및 수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버니 시 경찰 본부에 위치한 이 센터는 50만 

달러의 업그레이드를 받아 이전 위치의 4배 크기에 두 배의 직원을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센터를 둘러본 후, 범죄 분석 센터 네트워크를 뉴욕시로 

확장하고, 주의 총기 관련 폭력 제거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주의 

62개 구역 변호사 사무소에 대한 지원을 세 배 이상 늘리는 것을 비롯해 2023년 시정 

연설 의제에 포함된 주요 공공 안전 이니셔티브를 강조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모든 뉴욕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보다 더 큰 의무는 없으며, 그것은 항상 저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우리는 

지역, 주 및 연방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법 집행 기관의 범죄 근절 노력의 중추인 

독특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첨단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수사관들이 주 전역에서 살인, 강도, 강도, 

총기 범죄를 해결하고 모두를 위해 더 안전한 뉴욕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특히 총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센터가 경찰 기관과 검찰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센터 이사회와 만난 후 Albany 시장 Kathy Sheehan 

및 Albany 카운티 집행관 Dan McCoy와 함께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DCJS(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와 미국 알코올, 담배, 총기 및 폭발물국(U.S.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ATF) 간의 독특한 파트너십을 

통해 10개 센터가 ATF의 NIBIN(National Integrated Ballistic Information Network)에 

액세스하고 각 센터는 올 여름까지 탄피를 처리하고 주 전역의 여러 관할 구역에 있는 

다양한 범죄 현장에서 일치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현장에 보유할 

것입니다. 이 식별 프로세스는 이전에는 최대 한 달이 소요되었만 이제는 24시간에서 

48시간이 걸리고 99.6의 정확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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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CJS는 우리의 법 집행 파트너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총기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자원, 훈련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공 안전 노력에 대한 리더십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법 집행 파트너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고 모든 뉴욕 시민들을 위해 

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알코올, 담배, 총기 및 폭발물국(U.S.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ATF) 특수 책임 요원인 John DeVit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TF와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파트너 간의 이러한 파트너십은 뉴욕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특히 ATF 범죄 총기 정보 강력범죄 감소 전략을 수용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DCJS 지도부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범죄 총기 추적, 탄도 분석 및 수사 

파트너 간의 총합적인 협력에서 도출된 데이터는 모든 법 집행 기관이 일반 시민들을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모두 Kathy Hochul 주지사님과 Rossana 

Rosado DCJS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공공 안전 자원을 주 전역, 궁극적으로 주 

전체로 투자하고 확장하겠다는 약속의 결과입니다."  

  

2009년 올버니 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 설립된 수도권 

지역 범죄 분석 센터(Capital Region Crime Analysis Center)는 현재 콜롬비아, 

몽고메리, 렌셀라, 새러토가, 스키넥터디 및 워싱턴 카운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청 시 

모든 경찰 기관 또는 검찰청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센터는 현재 24명의 분석가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CJS에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올버니 및 스키넥터디 경찰서, 

올버니 카운티 보호관찰부, 뉴욕주 경찰, 뉴욕주 방위군, 뉴욕-뉴저지 고강도 마약 밀매 

지역(HIDTA) 전담반, ATF 및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하여 지역, 주 및 연방 기관에서 

지정합니다. 4,100 평방 피트의 새로운 위치는 이 센터가 최대 39명의 직원들을 위한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작년 Hochul 주지사는 DCJS가 관리하는 범죄분석센터 네트워크 2023년 예산에서 

1,5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주 정부 투자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네트워크의 다른 센터는 브룸, 이리, 프랭클린, 나이아가라, 먼로, 오네이다, 오논다가, 

오렌지 및 서퍽 카운티에 위치해 있으며 총 43개 카운티의 350개 이상의 법 집행 기관과 



요청 시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CJS와 지방 및 주 기관의 대표가 있는 

이사회에서 각 센터를 감독합니다.  

  

2022년에 10개 센터의 직원은 지역, 주 및 연방 법 집행 기관의 66,000건 이상의 지원 

요청에 응답하여 기관이 살인, 강도, 강도, 총기 범죄 및 기타 심각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 이스트 그린부시 경찰국은 81세의 Wilomeana 

"Violet" Filkins의 1994년 살인 사건을 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 센터의 직원들은 이 사건을 지원하는 수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주지사의 2023년 시정 연설 의제에서 Hochul 주지사는 총기 폭력과 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공공 안전 계획과 투자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 주 범죄 분석 센터 네트워크를 뉴욕시로 확장.  

• 총기 관련 폭력 제거(GIVE)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을 2배 수준인 3,600만 

달러까지 증대.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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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에는 버팔로(32% 감소), 롱아일랜드(29% 감소), 

웨스트체스터(17%), 로체스터(13%)를 포함한 여러 GIVE 관할 구역에서 

총격 사고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 16개 지역사회에서 25개 지역사회로 지역사회 안정화 부대를 늘리고 전례 

없는 4개의 아카데미 수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연방 기동 부대에 대한 

주둔을 확대함으로써 주 경찰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근 형사 사법 개혁의 발견 및 재판 전 절차 

이행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발견 및 재판 전 서비스 자금 지원은 

주 62개 지방 검사 사무소에 1,200만 달러에서 5,20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총기 폭력 감소  

작년,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17%, 도시 밖에서 15% 감소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뉴욕 전역의 모든 법 집행 기관에 의해 10,093개의 총기가 압수되었습니다. 이는 

6,819발의 총기가 압수된 2019년보다 59%, 9,088발의 총기가 압수된 2021년보다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 경찰의 총기 압수도 2019년 528건에서 2022년 1,376건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160% 증가했습니다. 주 경찰은 또한 2022년에 2021년보다 

85% 많은 120개의 고스트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취임 이후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뉴욕주의 총기 폭력 방지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major-public-safety-initiatives-and-investments-drive-down-gun&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544b63aba51947b0df9708dafe2da23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0176920664641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EaumqQ5Om%2F1llKugamiuHtDMcH9ZTp5%2BxXEhbCg8Jg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major-public-safety-initiatives-and-investments-drive-down-gun&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544b63aba51947b0df9708dafe2da23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0176920664641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EaumqQ5Om%2F1llKugamiuHtDMcH9ZTp5%2BxXEhbCg8Jg4%3D&reserved=0


• 고스트 총기 금지.  

• 총기 범죄에 대한 보석 자격 확대.  

• 총기 밀매에 대한 기소 강화.  

•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2021년보다 300% 증가한 

5,400건 이상의 극단적 위험 보호 명령 발령.  

• 반자동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이를 21세로 상향 조정.  

• 2월 중순에 다시 만날 불법 총기에 관한 최초의 불법 총기 단속을 위한 

주간 전담반(Interstate Task Force on Illegal Guns) 출범.  

• 총기 폭력 중단 프로그램에 3배에 이르는 주 자금 투입.  

  

Kathy Sheehan 올버니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는 뉴욕주에서 가장 최신의 

가장 큰 범죄 분석 센터가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가 기록적인 수의 불법 총기를 거리에서 꺼내고, 폭력적인 사람들을 체포하고, 경찰 

자원의 사전 배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Hawkins 서장과 올버니 경찰국과 협력해 매일같이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중요한 

투자를 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Rossana Rosado DCJS 커미셔너님께 감사드립니다."  

  

Daniel P. McCoy 올버니 카운티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사는 데 따르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올버니에 확장된 범죄 

분석 센터에 5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은 공공 안전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헌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주지사와 시한 시장과 함께 새로운 시설을 

둘러보며 지역 법 집행 기관이 거리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향후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 수행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사법 정의 지원 기관인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다목적 형사 사법 지원 기관이며 법 집행기관 훈련, 주 전역의 범죄 

자료 수집 및 분석, 범죄 경력 정보 및 지문 파일 유지관리,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뉴욕주 DNA 데이터뱅크의 관리 감독, 보호관찰 및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감독, 연및 주 형사 사법 기금 관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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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서비스실을 트위터(Twitter) 및 

페이스북(Facebook)에서 팔로우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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