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1월 5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지역사회를지역사회를지역사회를지역사회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총기총기총기총기 폭력폭력폭력폭력 예방예방예방예방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900,000 발표발표발표발표  

 

도시도시도시도시 지역지역지역지역 총기총기총기총기 폭력을폭력을폭력을폭력을 줄이기줄이기줄이기줄이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아웃리치아웃리치아웃리치아웃리치 및및및및 개입개입개입개입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이미이미이미이미 사용하고사용하고사용하고사용하고 있는있는있는있는 7개개개개 

커뮤니티에커뮤니티에커뮤니티에커뮤니티에 Troy, Wyandanch 및및및및Hempstead가가가가 합류합류합류합류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동네 폭력 감축 프로그램을 위해 Long Island의 Hempstead 

및 Wyandanch와 주도 지역의 Troy에 총 $900,000의 교부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세 커뮤니티는 뉴욕주 도시 지역에서 아웃리치 및 개입을 통해 총기 폭력을 겨냥하고 줄이기 위해 

작년에 교부금을 받은 다른 7개 커뮤니티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 교부금으로 이 커뮤니티들은 그들 동네에서 총기 폭력을 줄이고 더 이상의 무고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효과가 입증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총기 폭력과 싸우고 모두를 위해 뉴욕주를 더 안전한 주로 만들려는 이 

행정부 노력의 일환입니다.” 

 

Hempstead 및 Troy 프로그램은 “guns” 철자를 거꾸로 한 SNUG 프로그램 으로서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ure Violence(폭력 퇴치) 모델의 개요를 따릅니다. Cure Violence는 폭력을 줄이거나 

더 이상의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거리 아웃리치와 “폭력 단속자”를 

동원하여 다량의 총격과 살인 사건을 전시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동네 행사와 대중 교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기 위해 조율된 전략을 사용합니다. Wyandanch 프로그램은 다른 폭력 

감축 모델을 사용합니다. 

 

각 커뮤니티는 $300,000를 받아 다음 기관들을 통해 총기폭력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 The Family and Children’s Association(Nassau 카운티 Hempstead 소재)은 Hempstead에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풀뿌리 노력인 Providing Alternatives to Guns and Gangs(총과 갱의 

대안 제공) 캠페인을 통해 SNUG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 Albany에 소재하면서 그곳에서 이미 SNU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The Trinity 

Alliance는 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Troy의 North Central 동네에서 SNUG 프로그램을 



Korean 

시행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폭력을 줄이고 두 도시와 관련된 총기 폭력 발생 사례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rinity의 프로그램도 Cure Violence 모델을 따릅니다. 

• Suffolk 카운티 Wyandanch에 소재한 경제기회협의회경제기회협의회경제기회협의회경제기회협의회는 Suffolk 카운티 경찰서 및 카운티 

보호관찰부와의 이전 파트너십에 근거하여 총기 폭력 감축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폭력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비폭력 원칙을 동원함으로써 갱 폭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Providence의 Institute for the Study and Practice of Non-Violence가 

개발한 모델을 사용할 것입니다. 

 

금년초에 Cuomo 지사는 Albany, Bronx, Buffalo, Mount Vernon, Rochester, Syracuse 및 Yonkers에서의 

프로그램을 위한 교부금 200여만 달러를 발표하였습니다. Troy, Nassau 및 Suffolk 프로그램 추가로 

총10개의 뉴욕주 커뮤니티들이 총기 폭력과 싸우기 위한 노력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은 뉴욕주 형사정의과가 교부합니다. 이 과는 Center for Court 

Innovation(www.courtinnovation.org)과 협력하여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시행 1년 후에 

그들의 운용을 평가할 것입니다.  

 

DCJS 부과장 Michael C. Gre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우리가 거리 아웃리치 

노력을 뒷받침하는 7개 커뮤니티에 이 커뮤니티들을 추가하여 흥분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고 훈련된 폭력 단속자들을 사용하여 총기 폭력을 전향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전국에서 총기 폭력을 감축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로컬 

파트너들이 폭력 범죄를 퇴치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다른 프로그램들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뉴욕주의 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GIVE) 이니셔티브를 보완합니다. 이 

캠페인도 DCJS에 의해 시행되는데 총격 및 총기 관련 살인을 감축, 해결 및 예방할 목적으로 현재 

업스테이트 및 Long Island의 17개 카운티의 경찰서, 보안관실, 지방검사실 및 보호관찰부에 132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IVE에 대한 상세 정보: 

http://www.criminaljustice.ny.gov/pio/press_releases/2014-05-01_pressrelease.html 

 

뉴욕주 형사정의과(www.criminaljustice.ny.gov)는 사업 집행 훈련, 주 전체 범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범죄 경력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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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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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