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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로체스터의 총기 폭력 감소 발표 및 범죄를 더욱 줄이고 뉴욕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2024년도 행정 예산 제안 강조  

  

2021년에 비해 2022년 로체스터 총기 난사 사건 부상 13%, 살인 11%, 총에 의한 부상자 

67명으로 감소   

   

2024년 회계연도 행정 예산에는 범죄를 줄이고, 재범을 줄이며, 로체스터와 먼로 

카운티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00만 달러 이상 포함  

   

프로젝트 RISE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200만 달러를 수여하고 로체스터 보이스 

앤 걸스 클럽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11만 2,000 달러 수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지난 해 로체스터 총기 폭력 감소를 발표하고, 범죄를 더욱 

줄이고, 재범률을 줄이고,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로체스터 시와 먼로 카운티의 공공 

안전 이니셔티브에 2,000만 달러 이상을 포함하는 2024년 회계연도 행정 예산 제안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로체스터 경찰국의 자료에 따르면 부상으로 인한 총격 사건은 

작년과 2021년 사이에 350건에서 303건으로 13% 감소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살인이 11%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총에 의한 부상자가 419명에서 352명으로 67명 적었습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올해 첫 8주 동안 계속되었으며,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부상과 관련된 총격 

사건이 14건 감소하여 42% 감소했으며, 총격으로 인한 부상자가 20명 감소하여 51% 

감소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오늘 아침 로체스터 보이스 앤 걸스 클럽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자료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프로젝트 RISE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새로운 주정부 자금 200만 달러와 해당 클럽의 청소년 센터 업그레이드에 

대한 112,000 달러의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체스터와 다른 지역 사회에 대한 이러한 직접 

투자는 범죄를 줄이고 많은 뉴욕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는 재범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총기 폭력으로 잃은 뉴욕 

시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총기 폭력과 범죄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주정부의 총기 관련 폭력 제거(GIVE)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지역사회도 

지난달 2020년 상반기 이후 총기 사고 부상자 수가 가장 적다고 보고했습니다. 

로체스터를 포함한 GIVE에 참여한 20개 경찰서는 2023년 1월, 2020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50건의 부상을 입은 총격 사건을 보고했으며, 뉴욕시는 2020년 5월 이후 가장 적은 

73건의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주 전역의 사법기관이 지난해 압류한 총기수는 

10,093정으로 2021년보다 11%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압류한 총기수는 

9,088정입니다. 뉴욕주 경찰의 총기 압수도 팬데믹 전 수준에 비해 171% 증가했습니다: 

2019년 528정이 압수된 것에 비해 2022년 1,429정이 압수되었습니다. 주 경찰은 또한 

2022년에 2021년보다 85% 많은 120개의 고스트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지난 여름 지역, 주 및 연방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한 이후 총기 폭력과 

폭력 범죄와의 싸움에서 이룬 진전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주지사는 오늘 

Malik Evans 로체스터 시장, Adam Bello 먼로 카운티 행정관, Todd Baxter 먼로 카운티 

보안관, Sandra Doorley 먼로 카운티 지방 검사 및 기타 연방, 주 및 지역 법 집행 

지도자들을 포함한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진전을 지속하고 총기 

폭력에 의해 부상당하고 사망한 사람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공동 노력 및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지사는 로체스터시와 먼로 카운티에 더 안전하고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2024년 회계연도 행정 예산에서 제안된 공공 안전 투자의 지역적 영향을 

공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0만 달러 이상이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신속하고 공정한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법 집행 기관과 지역사회 파트너에 지급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2020년 이후 이 지역의 지역 공공 안전 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3배 증가한 것을 반영하며, 초기 600만 달러에서 지난 2년 동안 1,400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주정부의 GIVE 이니셔티브, 지역 범죄 분석 센터, 

기소 및 발견 지원, SNUG 길거리 봉사 프로그램, 수감 및 재판 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대안 및 카운티 재입국 전담반 내의 참여 기관 및 조직에 할당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법 집행 노력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약물 사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사회 사업 및 사건 관리, 직업 훈련 및 고용 기회를 포함한 프로그램에 연결함으로써 형사 

사법 시스템에 연루될 위험이 있는 개인을 식별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공공 안전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산 제정 후에는 기금 공지 및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 

뒤따를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심각한 범죄로 체포된 개인을 재판 전에 석방하거나 

감독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판사들이 "최소한의 제한적인" 수단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주 보석법 조항을 삭제하도록 행정 예산에서 입법 제안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 100명 이상의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는 

공문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형사사법 서비스 부서가 관리하는 RISE 

프로젝트를 통해 Coordinated Care Services, Community Resource Collaborative, 

Ibero-American Action League 및 Villa of Hope가 동등하게 공유할 200만 달러를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28-million-combat-gun-violence-increase-opportunity-youth-and&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c38e4aff0e2455f41d408db1f3864a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3809930165772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nMjrADgl1BidoRBMCtAz909SCkJH8bvJ0onUYXTzT4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28-million-combat-gun-violence-increase-opportunity-youth-and&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c38e4aff0e2455f41d408db1f3864a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3809930165772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nMjrADgl1BidoRBMCtAz909SCkJH8bvJ0onUYXTzT4Y%3D&reserved=0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은 각 단체는 풀뿌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의 최소 25%를 사용할 것입니다. 총 12개의 조직이 풀뿌리 하위 어워드와 기술 

지원을 통해 자금을 받게 됩니다: Beyond the Sanctuary, A Horses Friend, 9th Floor Art 

Collective, Operation Go, Re-entry and Community Development Center, Rise Up 
Rochester, ROCovery Fitness, Roc the Peace, Saving AJ, Tribe Seven, Ubuntu 

Community Village 및 Untrapped Ministries. RISE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폭력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유지하는 지역사회의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고유한 요구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자금 계획을 

개발하는 지역 운영 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이는 치료 및 형평성 도구를 통해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개선할 것입니다. RISE 프로젝트 기금은 로체스터 외에도 올버니, 버펄로, 

마운트버논, 뉴버그, 시러큐스, 용커스 등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보이스 앤 걸스 클럽이 현대적인 조명, 

업데이트되고 편안한 색상과 향상된 기술로 청소년 센터(Teen Center)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만 2,0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13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노동력 개발 훈련을 포함한 중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사법 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Rossana Rosad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분별한 총기 폭력으로 너무 많은 뉴욕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DCJS에서는 GIVE 및 RISE 프로젝트와 같은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주 전체에 걸쳐 더 안전하고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Kathy Hochul 주지사가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고 폭력의 

재앙을 끝내기 위한 공공 안전 투자와 이니셔티브를 '이중으로 강화'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Jeremy Coon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리더십이 필요한 순간이며, 

저는 모든 가족과 모든 이웃을 위해 로체스터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힘든 대화를 

나누는 데 헌신적인 주지사와 지역사회 파트너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해달라는 커뮤니티의 간청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로체스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Malik D. Evans 로체스터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Kathy Hochul 

주지사만큼 공공 안전에 헌신하는 주지사는 없습니다. 상식적인 총기법을 통해서든,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를 통해서든, 범죄 근절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든, 

폭력 범죄를 종식하고 지역사회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주지사의 결의는 매 고비마다 

단호하고, 결단력 있고, 지략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안전하고 공정하며 번영하는 

로체스터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Hochul 주지사의 2024년 회계연도 행정 예산 제안에는 다음을 비롯해 총기 폭력과 폭력 

범죄를 억제하는 것으로 입증된 주 전체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에 대해 3억 3,700만 

달러(1억 1,000만 달러 증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GIVE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을 3,600만 달러로 두 배 늘렸습니다. GIVE는 

뉴욕시 외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다음과 같은 

17개 카운티의 20개 경찰서를 지원합니다: 올버니, 브룸, 셔터쿼, 더치스, 이리, 

먼로, 나소, 나이아가라, 오네이다, 오논다가, 오렌지, 렌셀러, 록랜드, 스키넥터디, 

서퍽, 얼스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 검사 사무소, 보호 관찰 부서, 보안관 

사무소 및 해당 카운티의 다른 파트너들도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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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 범죄 분석 센터 네트워크를 뉴욕시로 확대하면서 지역 법 집행 기관과 

제휴해 주의 지원을 받는 네트워크 내 센터 수를 11개로 늘렸습니다. 먼로 

카운티는 최초로 설립된 4개의 범죄 분석 센터 중 하나의 본거지였으며, 먼로 범죄 

분석 센터는 최초로 법 집행 기관에 실시간 정보,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취임 후, 유령총, 대용량 탄창, 방탄복 금지, 총기 범죄에 대한 보석 자격 

확대, 반자동 무기 구매 연령을 21세로 높이고 다른 이니셔티브 중 3월 중순에 다시 

만나게 되는 미국 최초의 불법 주 간 특별 조사단(Interstate Task Force on Illegal 

Guns)을 출범시킴으로써 뉴욕주의 총기 폭력 방지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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