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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올버니의 범죄분석센터 확장 발표 

 

확장된 센터는 주도 지역의 4개 카운티에서 실시간 범죄 분석을 제공 

 

범죄 해결, 감소 및 방지를 돕게 될 주 전역의 7개 범죄분석센터 중 하나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도 지역의 올버니 범죄분석센터에 대한 

370,000달러 규모의 확장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센터는 주로 올버니, 

렌셀러, 사라토가 및 스키넥터디 카운티에 있는 경찰과 검찰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 

정부가 지원하는 7개의 범죄분석센터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확대된 업무시간과 

서비스는 범죄 해결, 감소 및 방지를 돕기 위해서 현지 법 집행기관들에 실시간 지원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확장된 시설은 주 및 지방의 법 집행기관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새로운 최첨단 기술의 추가를 통해서, 경찰과 

검찰은 범죄를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하며, 피해자들을 돕고, 모두를 위해서 보다 강하고 

안전한 주도 지역을 만들도록 돕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올버니 카운티 기관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9년에 개설된 

올버니 범죄분석센터가 이제는 주 6일 운영되면서, 주도 지역의 4개 카운티에 있는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실시간 분석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센터는 남쪽의 더치스, 

서쪽의 풀턴, 북쪽의 워런 및 워싱턴까지 인접 지역 카운티에 있는 기관들도 

지원해왔습니다. 확장된 시설은 올버니 경찰청 사우스 스테이션에 위치하며, 올버니 

경찰의 컴퓨터로 지원되는 파견 기록 및 공중감시 카메라를 포함해서, 다수의 

출처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 및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높이 4.5피트, 너비 

12피트의 비디오 월(video wall)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분석가들이 특정 

지리적 지역의 범죄를 보다 잘 추적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범죄 맵핑(mapping) 역량 

또한 향상시켰습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은 이 시설의 새로운 

역량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올버니에 있는 이 센터에서 오픈 하우스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이 이 센터의 확장 비용을 지원했으며, 현재 13개 

카운티의 현지 법 집행기관들과 협력해서 7개의 범죄분석센터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들은 브룸, 이리, 프랭클린, 먼로, 나이아가라 및 오논다가 카운티에도 

있습니다. 센터들의 지도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올버니 센터는 7년 전에 개설된 이래 그 서비스 지역을 대략 3배 확대해왔으며, 현재는 

33개의 경찰청 및 보안관실과 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는 4개 카운티 서비스 

지역의 거의 모든 기관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센터는 범죄 분석가 및 현장 감식 

담당관을 포함해서, 19명의 담당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 (DCJS) 부커미셔너 Michael C. Gre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분석센터들은 사건의 단서를 파악하고, 용의자를 확인하며, 관할 지역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극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주 정부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법 집행기관을 

위해서 대단한 장점이며, 주 전역에 걸쳐 공공안전을 향상시키는 또 다른 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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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가 지원하는 7개의 센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외에도, 

나소, 서퍽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센터들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 뉴욕주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 자동차부 및 연방 보호관찰부 

또한 그들이 관리하는 정보를 이 센터들이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센터들은 전술적, 전략적 및 행정적 분석 및 배포를 위해서 뉴욕시 

외부에서 보고된 범죄의 약 7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버니 경찰청장 Brendan J. Cox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철저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주도 지역에 있는 우리의 법 집행 전문가들에게 

그들과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올버니 범죄분석센터의 업그레이드와 실시간 

지원으로의 전환은 올버니 경찰청과 우리의 법 집행 파트너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며,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통신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범죄를 신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들의 지속적인 리더십과 아울러, 공공안전에 

대한 그들의 확고한 전념에 대해서 Andrew M. Cuomo 주지사 및 Michael Green 

형사사법서비스국 부커미셔너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센터는 현장에 있는 경찰 및 수사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고된 범죄, 체포 

정보, 순찰 및 보호관찰 기록 등 광범위한 데이터와 정보를 이용하고 종합하기 위해서 

고급 기술을 사용합니다. 아울러, 센터는 법 집행기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범죄 “다발 지역”의 지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15년 3월에 이 센터는 십대 소녀와 성관계를 갖기로 획책한 43세의 렌셀러 

남성을 체포하도록 콜로니 경찰을 도왔으며, 2015년 12월에는 U.S. Marshal’s Fugitive 

Task Force가 5개월 넘게 당국을 피해다녔던 스키넥터디 살인 사건의 지명수배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DCJS_CAC_Map.pdf


용의자를 검거하도록 도왔습니다. 

 

범죄분석센터와 그 담당 인력들은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Analysts, Center for Digital Government and Digital Communities, 

Government Security News, 그리고 최근에 올버니와 먼로 센터의 분석관들에게 상을 

수여한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rime Analysts를 포함해서, 국내외 기관들로부터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 사용 및 업무 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아 왔습니다. 

 

올버니 카운티 행정책임자 Dan McCo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범죄분석센터는 

올버니 카운티에 있는 우리의 법 집행기관이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센터를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 기관들이 

범죄에 대응할 때, 그들에게 대단히 소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센터는 범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서 주 정부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카운티와 

그 밖의 곳에 제공한 훌륭한 자산입니다.” 

 

스키넥터디 카운티 의회 의장 Anthony Jasensk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키넥터디 

카운티는 우리의 법 집행기관이 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공공안전을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올버니 범죄분석센터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이 센터의 고급 분석에 의존해온 우리의 경찰 기관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의 최첨단 기술과 실시간 

범죄 분석은 우리 지역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려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한 전술적 

우위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www.criminaljustice.ny.gov)은 (i) 법집행 훈련, (ii) 주 전역의 

범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iii) 범죄 경력 정보와 지문 파일 유지관리, (iv) 뉴욕주 경찰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뉴욕주 DNA 데이터뱅크의 관리, (v) 집행 유예 및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감독, (vi) 연방 및 주 형사 사법 기금 관리, 그리고 (vii) 

뉴욕주 성범죄자 명단 관리 등, 다양한 책임을 부여받은 다목적 형사 사법 지원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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