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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총기 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1,330만 달러  

이상 지원 발표 

 

뉴욕주 카운티 17 곳의 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총기 관련 폭력 퇴치 지원금  

(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Funding) 
 

증거 기반 작업, 기술 지원, 교육 훈련, 장비, 인적 자원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의 총기 관련 폭력 퇴치 (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GIV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7개 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들이 총기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1,330만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4 년째를 맞은 총기 관련 폭력 퇴치 (GIVE)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들이 폭력 범죄를 줄이도록 돕기 위해 기술 지원, 교육 훈련, 장비, 검사들 및 

범죄 분석가들과 같은 인적 자원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정부는 지역사회의 총기 폭력과 대처하고 

총기 폭력과 관련된 불필요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돕기 위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총기 관련 폭력 퇴치 (GIVE) 프로그램은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로 인해 가장 타격이 심한 지역사회들을 강화하며 모두를 위해 더 강력하고 보다 

안전한 뉴욕을 만들기 위해 법률 집행에 자원과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기 관련 폭력 퇴치 (GIVE) 프로그램은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의 83 퍼센트를 보고하는 17 개 카운티의 20 개 경찰국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보조금을 

관리합니다. 이 보조금은 2017 년 7 월 1 일부터 2018 년 6 월 30 일까지 12 개월 동안 

운영됩니다. 이 기관들과 카운티의 법 집행 파트너들인 지방 검찰청, 보호관찰부, 

보안관실 등에서는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카운티 열두 곳은 특히 총기 폭력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올버니, 

이리, 먼로, 웨스트체스터, 오논다가, 서퍽, 나소, 스키넥터디, 오렌지, 나이아가라, 

오네이다, 더치스 카운티들 다음의 카운티 다섯 곳은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범죄를 

유발하는 가중 처벌이 가능한 폭행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얼스터, 



셔터쿼, 록랜드, 렌셀러, 브룸 카운티들.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분배됩니다.  

 

주도 지역 

• 올버니 카운티: 올버니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765,513 

달러를 서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 스키넥터디 카운티: 스키넥터디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800,000 달러를 서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 렌셀러 카운티: 트로이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476,703 

달러를 서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센트럴 뉴욕 

• 오논다가 카운티: 시러큐스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1,162,017 달러를 서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 먼로 카운티: 로체스터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1,744,060 달러를 서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  

• 서퍽 카운티: 서퍽 카운티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보호관찰부 및 범죄 연구소가 

1,039,852 달러를 서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 나소 카운티: 나소 카운티 경찰서와 헴스테드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969,051 달러를 서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미드 허드슨 

• 더치스 카운티: 포키프시 (시)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341,350 달러를 서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 오렌지 카운티: 뉴버그 (시) 경찰서와 미들타운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829,592 달러를 서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 록랜드 카운티: 스프링 밸리 경찰서,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102,500 달러를 

서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 얼스터 카운티: 킹스턴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219,925 

달러를 서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용커스 경찰서와 마운트 버논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공공안전부 및 보호관찰부가 1,149,954 달러를 서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모호크 밸리 

• 오네이다 카운티: 유티카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618,036 달러를 서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서던 티어 

• 브룸 카운티: 빙엄턴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과 보안관실이 384,981 달러를 서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웨스턴 뉴욕 

• 이리 카운티: 버펄로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1,837,610 

달러를 서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 나이아가라 카운티: 나이아가라 폴스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696,871 달러를 서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 셔터쿼 카운티: 제임스타운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185,075 달러를 서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이 지원금 이외에도 총기 관련 폭력 퇴치 (GIVE)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기관들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다음과 같은 증거 기반 전략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분쟁지구 감시활동은 법 집행 기관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경찰은 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경감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사건 보고서를 활용하여 끊임없이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업무 및 기타 정보를 요청합니다.  

 

집중적 억제 방식으로 감시, 단속, 기소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범들을 파악합니다. 이 

접근 방식의 관건은 지속적 범죄 행위의 명확한 결과를 알려주도록 범죄자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법집행 기관, 지역사회 그룹, 사회복지 단체들 사이의 협력관계입니다.  

환경 디자인을 통한 범죄 예방은 특정 지역이 범죄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건물, 

공터, 조명, 교통 유형 또는 기타 환경 요인들이 포함된 지역사회의 물리적 속성들을 

식별하고 바로 잡기 위해 시도합니다.  



거리 봉사 프로그램은 폭력 순환을 중단시키려고 시도하거나 보복을 예방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고용합니다. 이 전략은 또한 폭력에 가담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돕기 위해 그들을 자원과 연결시키는 사건 관리자들도 고용합니다. 

 

총기 관련 폭력 퇴치 (GIVE) 프로그램 기관들은 또한 총기 폭력 경감 계획에서 반드시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경찰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대면하는 동안에 공평하고 

정중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절차적 공정성은 법 집행 기관과 개인들 간의 

대화를 공평하게 보장하여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Michael C. Green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 (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 행정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관련 폭력 퇴치 

(GIVE) 프로그램은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 증거 기반 접근법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치유되도록 돕는 형사사법서비스국 (DCJS)과 현지 법 집행 기관 

사이의 파트너십입니다. 이것은 폭력 범죄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뉴욕주 

지역들에서의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장기 전략입니다. 우리는 총기 관련 폭력 퇴치 

(GIVE)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교육 훈련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범죄를 

영구화시키는 폭력 사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지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또한 이러한 증거 기반 

전략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훈련 및 실질적인 정보를 참여 기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년 이틀 간의 심포지엄을 후원합니다. 2016 년 가을에 개최된 가장 

최근의 심포지엄에서는 뉴욕주 총기 범죄를 줄이기 위한 문제 분석에 관한 17 건의 

워크샵, 공개 토론회, 설명회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 이틀 간의 포럼에서는 증거 기반 

전략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훈련 및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올해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뉴욕주 총기 범죄를 줄이기 위한 문제 분석에 관한 17 건의 워크샵, 공개 

토론회, 설명회 등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뉴욕주 전 지역의 72 개 기관에서 250 

명이 넘는 경찰, 검찰, 보호 관찰관, 기타 법 집행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 (DCJS) 또한 총기 관련 폭력 퇴치 (GIV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 간의 관할 구역별 교육 훈련 및 모범 사례와 유망한 전략 교환 등을 조정합니다. 

 

뉴욕주는 기관들이 이러한 치명적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 검증된 관행들을 확실히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주정부의 업무에 있어 여러 주들 사이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총기 관련 폭력 퇴치 (GIVE)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의 업무는 연방 

사법지원국 (Federal Bureau of Justice Assistance)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National Network for Safe Communities)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소개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 (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www.criminaljustice.ny.gov)은 사업 집행 훈련, 주 전체 범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범죄 

경력 정보와 지문 파일 유지, 뉴욕주 DNA 데이터뱅크 관리 감독, 뉴욕주 경찰과의 협력, 

http://www.criminaljustice.ny.gov/


자금 조달 및 집행 유예와 사회 교정 프로그램 감독, 연방 및 주 형사 사법 기금 관리, 

뉴욕주의 형사 사법 관련 당국에 대한 지원, 그리고 뉴욕주 성범죄자 목록 관리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진 다목적 형사 사법 지원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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