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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새로운 모호크 밸리 범죄분석센터 개관 발표 

 

뉴욕주가 오네이다 카운티의 법 집행기관들과 협력해서 센터를 지원함 

 

경찰과 검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를 해결하고, 감소시키며, 방지하도록 돕기 위해서 

업스테이트 뉴욕 전역에 설치된 8개 센터 중 가장 최근에 개관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네이다 카운티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주 전역의 정보 네트워크 및 데이터 공유 센터들을 확장하기 위한 범죄분석센터 

개관을 발표했습니다. 모호크 밸리 범죄분석센터는 오네이다 카운티 법 집행기관들과 

협력해서 개발되었으며,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 (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이 지원한 주 전역의 8개 센터들 중 가장 최근에 개관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범죄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범죄자들을 처벌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진 기술로 법 집행기관들을 지원함으로써 주 

전역의 지역사회들을 보호하는데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새로운 모호크 밸리 

센터는 더 많은 유관 기관들을 연결하고, 모든 뉴욕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주의 범죄 분석 네트워크를 더욱 더 강화할 것입니다.” 

 

유티카 경찰청에 소재하는 모호크 밸리 센터는 유티카 경찰청, 오네이다 카운티 

보안관실, 오네이다 카운티 지방검사실, 오네이다 카운티 보호관찰국 및 뉴욕주 

경찰청과 협력해서,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이 설치했습니다. 이 센터는 현재 6명의 직원을 두고, 주 5일 운영됩니다. 3월에 

인력이 전부 충원되는 경우, 이 센터는 범죄 분석관, 수사관, 현장 정보 분석관 및 

보호관찰 담당관을 포함해서 10명의 인력을 두게 됩니다. 이 센터는 사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범죄의 해결, 감소 및 방지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오네이다 카운티 

전역의 경찰과 검찰에 분석 및 수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티카 경찰과 형사사법서비스국은 더 많은 법 집행기관들과 인접 카운티들이 그들의 

데이터를 이 센터와 공유하고, 이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센터에 대한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DCJS 부커미셔너 Michael C. Gre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오네이다 카운티 

법 집행기관, 그리고 주 정부가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 밖의 127개 

경찰 기관들에 대해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주 전역의 다른 센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호크 밸리 센터는 경찰과 그 밖의 법 집행기관들이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센터는 업스테이트에 있는 카운티들 중 거의 4분의 1을 아우를 정도로 성장한 주 정부 

네트워크에 대해 더욱 더 광범위한 서비스 범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모호크 밸리 센터는 대략 280,000달러의 주 정부 자금을 지원받으며, 높이 6피트, 너비 

12피트의 최첨단 비디오 월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월은 유티카에 있는 공공 감시 

카메라와 카운티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의 지원을 받는 파견 현황을 포함해서, 

다수의 정보원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센터는 오네이다 카운티에 있는 

카운티 차원의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들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이 센터는 “우범 지역”을 지도화하고, 신고된 범죄, 체포, 

순찰 및 보호관찰 기록 등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선진 기술을 사용하며, 그 정보를 

현장에 있는 경찰관과 수사관, 그리고 재판을 준비하는 검사에게 제공합니다. 

 

모호크 밸리 범죄분석센터의 개관을 통해서, 16개 카운티에 있는 법 집행기관들은 이제 

주 전역의 센터들에 소속된 범죄 분석관, 현장 정보 분석관 및 기타 전문가들이 작업한 

결과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네이다 카운티 이외에도, 올버니, 브룸, 이리, 먼로, 

나이아가라, 오논다가 및 프랭클린 카운티에 각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버니 

카운티 센터는 올버니 카운티는 물론이고, 렌셀러, 사라토가 및 스키넥터디 카운티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스 컨트리 센터는 클린턴, 에섹스, 프랭클린 해밀턴, 

제퍼슨 및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에 있는 법 집행기관들을 지원합니다. 

 

뉴욕주는 범죄분석센터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인력과 기술에 연간 약 6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센터들의 지도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각 센터는 해당 지역과 주 

정부 대표자들이 포함된 이사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DCJS 이외에, 다음 기관들이 모호크 

밸리 센터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유티카 경찰청, 오네이다 카운티 지방검사실, 오네이다 

카운티 보호관찰국, 오네이다 카운티 보안관실, 그리고 뉴욕주 경찰.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네트워크에 있는 센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외에도, 나소, 

서퍽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내에 있는 국지적 지원 센터들의 정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청, 뉴욕주 교정감독부, 뉴욕주 자동차부 및 연방 보호관찰국 또한 

모든 주 정부 지원 센터가 이들이 관리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범죄분석센터와 그 담당 인력들은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Analysts, Center for Digital Government and Digital Communities, 

Government Security News, 그리고 최근에 올버니와 먼로 센터의 분석관들에게 상을 

수여한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rime Analysts를 포함해서, 국내외 기관들로부터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 사용 및 업무 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아 왔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SCrimeAnalysisCenters.pdf


 

오네이다 카운티 보안관 Robert M. Macio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오네이다 

카운티 전역에 있는 우리 보안관실과 기타 법 집행기관들에 대해서 경탄스러운 

자원입니다. 이 센터의 담당자들은 우리 수사관들에게 실시간 범죄 분석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인접 카운티들의 법 집행기관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이 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이 귀중한 도구를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오네이다 카운티 지방검사 Scott D. McNama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네이다 

카운티에서 이 센터를 자원으로 보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실시간 범죄분석은 법 

집행기관이 범죄 현장에 파견되는 순간부터 증거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세부사항들은 범죄자, 특히 복잡한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기소해서, 궁극적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티카 시장 Robert M. Palmier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호크 밸리 범죄분석센터는 법 

집행기관들이 유티카는 물론이고 오네이다 카운티 전역에 있는 주민들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돕게 될 귀중한 도구입니다. 이 하이테크 센터는 현장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통해서 우리의 법 

집행기관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지역사회의 공공 안전을 위한 큰 성과입니다.” 

 

유티카 경찰청장 Mark William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석센터로부터 수집된 적시의 

범죄 데이터는 법 집행기관이 범죄를 해결하는 것을 도울 것이며,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가 이리저리 

이동하고, 경계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카운티에 대한 

투자에 대해 Cuomo 주지사 및 DCJS에 감사드리고 싶으며, 우리 카운티의 지방검사실,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국과 아울러 뉴욕주 경찰청과 함께 오네이다 카운티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강력한 협력관계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는 지역의 모든 법 집행기관들이 

각자의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함에 있어 커다란 자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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