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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2월 29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ANDREW M. CUOMOANDREW M. CUOMO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CUOMO CUOMO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 , ,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받는받는받는받는    7777개개개개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중중중중    신참신참신참신참    지역인지역인지역인지역인    NIAGARA NIAGARA NIAGARA NIAGARA 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범죄분석센터범죄분석센터범죄분석센터범죄분석센터    개소식을개소식을개소식을개소식을    알리다알리다알리다알리다 

 

새새새새    센터가센터가센터가센터가    경찰경찰경찰경찰    및및및및    검사들이검사들이검사들이검사들이    범죄를범죄를범죄를범죄를    보다보다보다보다    효과적으로효과적으로효과적으로효과적으로    해결해결해결해결, , , , 감소감소감소감소    및및및및    예방을예방을예방을예방을    도울도울도울도울    것이다것이다것이다것이다 

 

센터의센터의센터의센터의    기술기술기술기술    및및및및    장비는장비는장비는장비는    164,000164,000164,000164,000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투자금으로투자금으로투자금으로투자금으로    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Niagara Falls 시에 새로운 최첨단 범죄분석센터 

개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뉴욕의 혁신적인 정보 및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를 

캐나다 국경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현지 단속기관과 제휴 관계를 맺고 뉴욕주의 지원을 

받는 여섯 곳 중 하나인 이 센터는 범죄 수사, 감소 및 예방이 더욱 잘 이뤄지도록 

정보를 전개하는 식으로 경찰, 검사, 보호 및 관찰 활동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시대로 전례 없는 데이터 량이 도입되게 되면서 이제 단속기관들이 트렌드를 

개발하고 범죄 패턴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Cuomo Cuomo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범죄분석센터는 범죄를 해결하고 우리 커뮤니티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가꾸는 데 있어 수사관들이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뉴욕주 

차원의 활동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입니다." 

 

Niagara Falls 경찰서에 들어선 나이아가라 범죄분석센터는 Niagara Falls 경찰청, 

Niagara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Niagara 카운티 지방검사 사무소 및 형사법서비스 

담당과(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기술 및 

장비에 대한 164,000달러 규모의 뉴욕주 투자 덕분에 이 센터는 12피트 x 6½ 피트 

크기의 화상 벽(video wall)을 설치해놓고 대민 감시 카메라를 통해 전달되는 컴퓨터 

지원 디스패치 로그와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센터에는 두 명의 범죄분석관과 두 명의 현장 정보요원이 상주해 있는데 이들은 

Niagara Falls 경찰서와 보안관 및 DA 사무소에서 고용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양한 정보에 액세스하는 데 이들은 이 정보를 주로 실시간으로 합성 및 편집하여 범죄 

해결을 위해 이 정보를 현장 수사관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범죄 "핫 스팟(hot spots)"과 

조사 요청에 대한 상세 분석과 지도를 개발하여 기관들이 직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검사들의 재판 준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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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아가라 센터 직원은 Niagara Falls 경찰청, 보안관 사무소, 지방검사 사무소, 

Niagara 카운티 보호관찰부, Lockport와 North Tonawanda에 있는 경찰서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다른 센터들처럼, 나이아가라 센터는 현지 단속기관 

관리 위원회와 형사법서비스 담당과 대표의 감독 하에 운영됩니다. 

 

다른 센터들은 Erie, Monroe, Onondaga, Broome, Albany 카운티에 자리하고 있으며, 

일곱 번째 센터는 늦여름께 Franklin 카운티에서 전면적으로 운영되어 Franklin 

카운티와 North Country에 소속된 다른 네 곳의 카운티, 즉 Clinton, Essex, Jefferson 

및 St. Lawrence 카운티를 대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나이아가라 센터는 North 

Country 센터와 함께 단속기관에 뉴욕주의 국경 보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형사법서비스과형사법서비스과형사법서비스과형사법서비스과    부국장부국장부국장부국장    Michael C. GreenMichael C. GreenMichael C. GreenMichael C. Gree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범죄분석센터 

모델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 센터들은 살인사건 해결부터 

사라진 정신병 환자 위치 추적에 도움을 주는 것 등 경찰이 온갖 일들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옛날식 경찰 업무를 대신할만한 것은 없지만 이 센터들은 

경찰관들이 수사를 빨리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 기능을 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Rob OrttRob OrttRob OrttRob Ortt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범죄분석센터를 Niagara 카운티에 

유치한 것은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데 단속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센터는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에 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엄중 단속하고 수사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확고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John Ceretto John Ceretto John Ceretto John Ceretto 주하원의원은주하원의원은주하원의원은주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Niagara 카운티 범죄분석센터는 

우리의 용감한 단속기관에게 범죄 예방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도구는 

국경과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 센터는 이곳 Niagara 

카운티의 관리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주민들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현지 단속기관들에게 커뮤니티 보호에 필요한 도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만 합니다." 

 

Niagara FallsNiagara FallsNiagara FallsNiagara Falls의의의의    Paul Dyster Paul Dyster Paul Dyster Paul Dyster 시장은시장은시장은시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범죄자들의 수법이 점점 더 

지능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기관에 제공하는 도구도 계속 진화해나가야 합니다.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분석 및 공유는 우리 커뮤니티의 안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나이아가라 범죄분석센터 개소식으로 범인 체포에 첨단 분석 기법 

사용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어 뉴욕주 및 현지 단속기관과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Niagara FallsNiagara FallsNiagara FallsNiagara Falls의의의의    E. Bryan DalPorto E. Bryan DalPorto E. Bryan DalPorto E. Bryan DalPorto 경찰청장은경찰청장은경찰청장은경찰청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경찰청은 

Niagara 카운티에서 안전한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첨단 기술과 실시간 범죄 분석은 우리 동네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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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전술적 및 전략적 방법을 범죄 단속반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Niagara Falls 경찰서는 우리 단속반원들과 협력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Niagara 카운티와 뉴욕주의 단속 활동에 앞장서서 이를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와 DCJS에게 감사 드립니다." 

 

뉴욕주는 범죄분석센터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인력과 기술에 연간 약 55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곱 곳의 주정부 지원 센터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외에도 

Nassau, Suffolk 및 Westchester 카운티 내에서 현지 지원을 받는 센터들의 정보도 

이용합니다. 뉴욕주 경찰청, 뉴욕주 DCCS(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자동차부, 연방 보호관찰부 역시 모든 주정부 지원 센터가 

이들이 유지하고 있는 정보에 접속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로 인해 전술 

및 전략적 행정적 분석과 전달을 위해 뉴욕시 외곽 주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데이터의 

거의 70%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분석센터는 경찰 및 검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Erie 범죄분석센터는 2013년 3월 Buffalo에서 발생한 살인혐의자를 추적하는 

기관을 위해 중요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센터 분석관들은 

38세 여성이 맞아서 죽은 뒤 불에 태워진 사건의 잔인한 살인 혐의자의 신원을 

탐정들이 재빨리 파악하고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살인 사건이 신고된 후 약 세 시간만에 Rochester 버스정류장에서 살인자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 Albany 범죄분석센터의 한 분석관의 증언은 2013년 12월 무고한 남성을 운전 중 

총으로 살인한 범죄를 저지른 두 남성을 기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분석관은 휴대전화 기록 내용을 사용하여 살인 사건 발생 직전 두 남자의 

움직임을 보고 그들의 알리바이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로써 두 

남성은 2015년 5월에 유죄로 인정되어 2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Monroe 범죄분석센터 직원은 2015년 두 명의 납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 분석관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이 이 사람을 심문하는 동안 분석관은 실시간으로 

심문 과정의 단서를 조사하여 피해자가 현지 갱단에 납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분석관이 개발한 이런 저런 정보로 수사관들은 피생자가 어디에 감금되어 

있는지 그 장소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그 집을 급습하고 피해자들 

풀어주었으나, 피해자들 둘 다 납치범들의 손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대응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은 아마 이중 살인 수사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이 분석관의 활동으로 경찰은 이 사건과 연관된 여섯 명의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Niagar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보안관보안관보안관보안관 James Voutour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범죄 데이터와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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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내용의 수집은 단속 활동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어떻게 

활동해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범죄분석센터는 단속기관장들이 

범죄 발생 시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소중한 자원을 주도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Niagar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지방검사지방검사지방검사지방검사 Michael J. Violante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것을 걸러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범죄분석관들은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해서 궁극적으로 처벌하는 

데 중요한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센터가 국경선 

근처인 이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뉴욕 서부의 단속기관과 제 사무소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범죄분석센터와 그 분석관들은 기술의 혁신적인 사용과 업무 능력으로 

IALEI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Analysts), 
CDGDC(Center for Digital Government and Digital Communities), IAC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rime Analysts), GSN(Government Security News)을 포함한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형사법서비스 담당과(www.criminaljustice.ny.gov)는 다부문 형사정의 지원 

기관으로서 뉴욕주 경찰과 제휴한 법집행관 교육; 전주 범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범인 

이력 정보 및 지문 파일의 유지; 주의 DNA 데이터뱅크의 행정적 감독; 보호관찰 및 

커뮤니티 교정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 및 감독; 연방 및 주 형사정의 기금의 시행; 주 

전역의 형사정의 관련 기관들 지원; 및 주의 성범죄자 등록부 관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책임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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