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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VANCE 맨해튼 지방 검사, 법집행 기관 동영상 녹화 및 심문 장비를 

위한 5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에 대하여 발표 

 

기금으로 뉴욕주 전 지역 20곳의 법집행 부서들이 최첨단 녹화 장비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와 Cyrus R. Vance Jr. 맨해튼 지방 검사는 오늘, 법집행 기관 

20곳이 범죄 심문 동영상 녹화가 가능한 장비를 구매하도록 총액 508,492 달러를 

수령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조치를 위반한 국제 은행들과의 합의를 

통해 얻어낸 범죄 자산 몰수 기금에서 Vance 지방 검사 검찰청이 기금의 절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금은 뉴욕주 형사사법제도과(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에서 관리하는 연방 기금에 필적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비는 뉴욕주 전 지역의 법집행 기관들이 

확실하게 정의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의 권리를 지키며, 기관의 요원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 모든 이에게 보다 공정한 뉴욕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Cyrus R. Vance Jr. 맨해튼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뉴욕주 전 지역의 

법집행 파트너들을 위한 장비 제공을 돕기 위해 저희 검찰청이 금융 범죄 기소를 통해 

압수한 범죄 몰수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심문 녹화는 형사 사법 

제도의 진실성, 공정성, 효율성 등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경찰 그룹에서부터 

Innocence Project 인권단체까지 이해관계자들이 심문 녹화의 사용 확대를 승인한 

이유입니다. 저는 뉴욕주의 공공 안전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한 Cuomo 주지사님과 저희 

DCJS 친구들의 협력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찰 부서, 보안관 및 지방 검찰청은 처음으로 동영상 녹화 장비를 구매하여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을 사용하여, 기관에서 진술을 녹화하기 위한 심문실의 수를 늘리며, 기존 

장비의 데이터 저장 용량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기금으로, 뉴욕주는 형사 사법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동영상 녹화를 지원하기 위해 350만 

달러 이상을 경찰과 검찰에 제공해 왔습니다. 

 

Michael C. Green DCJS 집행 부커미셔너 겸 전직 먼로 카운티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문 중 녹화한 생생한 동영상 화면은 부당한 판결을 방지하거나 무고한 



고발로부터 수사관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법집행 기관의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부당한 판결을 방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민사 소송으로부터 부서를 보호할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았거나 2013년에 기금을 수령한 기관들은 우선순위 중에서 마지막으로 

보조금이 수여될 것입니다. 대상 기관에는 뉴욕시 외부에 있는 모든 경찰 부서, 보안관 

사무실, 지방 검찰청이 포함됩니다. 뉴욕주 안에 있는 62개 모든 카운티에는 심문 인터뷰 

동영상 녹화 기술을 가진 적어도 한 곳의 법집행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기관들이 보조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 

 롱비치 경찰서: 9,169 달러 

 

 나소 카운티 경찰서: 205,233 달러 

 

미드 허드슨 

 클락스타운 경찰서: 23,252 달러 

 

 카멜 경찰서: 4,849 달러 

 

 마운트 버논 경찰서: 19,973 달러 

 

 화이트 플레인즈 공공 안전부: 1,627 달러 

 

 오렌지 카운티 지방 검찰청: 50,967 달러 

 

 포키프시 (타운) 경찰서: 9,744 달러 

 

 소거티스 경찰서: 5,097 달러 

 

 체스터 (타운) 경찰서: 15,384 달러 

 

주도 지역 

 트로이 경찰서: 11,160 달러 

 

 워런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4,994 달러 

 

센트럴 뉴욕 

 매디슨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12,736 달러 

 



 카유가 카운티 지방 검찰청: 5,204 달러 

 

핑거 레이크스 

 로체스터 경찰서: 55,751 달러 

 

웨스턴 뉴욕 

 버펄로 경찰서: 22,811 달러 

 

 토나완다 경찰서: 8,870 달러 

 

 와이오밍 카운티 지방 검찰청: 24,677 달러 

 

 앨러게니 카운티 지방 검찰청: 12,000 달러 

 

 블래스델 경찰서: 4,994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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