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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4월 7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에서전역에서전역에서전역에서 총기총기총기총기 폭력과의폭력과의폭력과의폭력과의 지속적인지속적인지속적인지속적인 전쟁을전쟁을전쟁을전쟁을 위해위해위해위해 1,33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GIVE(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17개 카운티의 사법 집행 기관들이 총기 폭력에 맞서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데 1,330만 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검사 

및 범죄 분석가 같은 요원들뿐 아니라 오버타임 및 장비 등 기술 지원, 교육 및 자금을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 “주정부는 뉴욕주의 총기 폭력과 싸우고 총기 폭력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GIVE 이니셔티브는 

거리에서 일어나는 총기 폭력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자원을 사법 집행 기관에 

제공하고 시민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강력한 뉴욕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GIVE 이니셔티브는 17개 카운티의 20개 경찰서에서 폭력 범죄의 85%가 뉴욕시 

외곽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여러 지역사회들을 수호합니다. 올해로 2년 차 계약을 

맞는 해당 카운티의 사법기관들은 전년과 동일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GIVE 

이니셔티브는 형사사법제도과에서 관리합니다. GIVE 예산 주기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금 지원 대상은 그 20개의 경찰서와 카운티 사법 집행 

기관, 즉 관할 변호사 사무소, 집행 유예 부서 및 보안관실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Eri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Buffalo 경찰서 및 지방검사실, 보안관실, 보호관찰부 및 Central 

Police Services가 $1,750,734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 Monro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Rochester 경찰서 및 지방검사실,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1,716,578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 Westchest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Yonkers 경찰서 및 Mount Vernon 경찰서와 지방검사실, 

공공안전부 및 보호관찰부가 $1,253,049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 Onondag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Syracuse 경찰서 및 지방검사실,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1,150,520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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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ffolk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Suffolk 카운티 경찰서 및 지방검사실, 보호관찰부 및 Crime 

Laboratory가 $1,068,093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 Nassau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Nassau 카운티 및 Hempstead 경찰서 및 지방검사실,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1,026,707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 Schenectady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Schenectady 경찰서 및 지방검사실,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818,654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 Albany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Albany 경찰서 및 지방검사실,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801,213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 Orang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Newburgh(시) 경찰서 및 Middletown 경찰서와 지방검사실,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753,379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 Niagar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Niagara Falls 경찰서 및 지방검사실,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696,367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 Oneid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Utica 경찰서 및 지방검사실,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591,598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 Renssela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Troy 경찰서 및 지방검사실,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559,750 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 Broom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Binghamton 경찰서 및 지방검사실과 보안관실이 $393,944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 Dutchess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Poughkeepsie(시) 경찰서 및 지방검사실,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341,211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해당 지역사회에서 폭력 범죄를 일으키는 악의적 공격을 근절하려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Kingston 및 Jamestown 경찰은 특히 가정 폭력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Ulst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Kingston 경찰서 및 지방검사실,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179,175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 Chautauqu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Jamestown 경찰서 및 지방검사실, 보안관실 및 

보호관찰부가 $152,495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 Rockland 카카카카운티운티운티운티: Spring Valley 경찰서, 보안관실, 정보부 및 보호관찰부가 

$77,000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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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외에도 GIVE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은 증거 기반 전략을 시행할 수 있도록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교육을 제공합니다: 
 

• 핫스팟 치안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사법 집행 집중 

자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경찰은 사건 신고, 서비스 요청 

전화 및 기타 우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범죄를 겨냥하고, 줄이며, 

예방합니다. 
 

• 범죄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에 자원을 집중시켜 우범자들을 식별하고 주의, 

단속 및 체포 활동을 벌입니다. 이 접근 방식의 관건은 사법 집행 기관, 커뮤니티 

그룹 및 사회복지 단체들 간의 협력관계로, 범죄자들과 함께 직접 소통하여 

상습적 범죄 행위에 대한 말로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범죄 활동을 

유도하는 특정 구역이 되는 건물, 빈 공간, 조명, 교통 패턴 또는 기타 환경 요인 

등을 식별하고 지역사회의 실제 특성을 식별하여 교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 스트리트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거듭되는 폭력을 막거나 보복을 예방하려는 

지역사회 일원들을 고용합니다. 이 전략은 폭력에 가담한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자원과 연결하는 사건 담당자들도 고용합니다.  

Michael C. Green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형사사법제도과형사사법제도과형사사법제도과형사사법제도과 행정행정행정행정 부국장부국장부국장부국장은 "GIVE는 지난 20년 동안 

범죄가 대폭 감소했고 뉴욕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일부 

지역사회에서 지속된 총기 폭력에 맞서 사법 집행 기관이 싸웠던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너무 많은 생명을 앗아간 총기 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증거 및 자료 기반 해결책 사용을 지원하는 교육, 도구 및 자금을 해당 

기관에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GIVE 협력기관들은 해당 총기 폭력 근절 계획에 대한 절차적 정의를 통합시켜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는 사법 집행 기관과 개인 사이의 상호 작용이 공정하게 이뤄지게 

하고 경찰과 접촉한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상황에서 동등하고 품격이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게 함으로써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다지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기관들이 절차적 정의를 일상적 운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CJS는 지난 

11월 이틀 간의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200명 이상의 사법 집행 전문가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참석한 이 심포지엄은 절차적 정의 이론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교육과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DCJS는 관할별 교육 및 GIVE에 

참여한 모든 기관 중 우수 사례 및 유망 전략에 대한 교환이 이뤄질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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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는 기관들이 살인사고 등의 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검증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국가들 중 유일한 곳입니다. 올해 초, 연방 법무지원국은 국영 형사 사법 연구진 및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는 국영 아카데미에서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GIVE와 뉴욕주의 Results First(성과 우선주의) 업적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National Network for Safe Communities(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국영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여름 연례회의에서 GIVE 이니셔티브를 선보였습니다. 
 

형사사법제도과형사사법제도과형사사법제도과형사사법제도과 

뉴욕주 형사사법제도과는 사법 집행 기관 훈련, 전국 범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범인 

이력 정보 및 지문 파일 유지, 뉴욕주 DNA 데이터뱅크 관리 감독, 뉴욕주 경찰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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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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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을 담당하는 다기능 형사 사법 지원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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