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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에 걸쳐 총기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310 만 달러 이상 이용
가능함 발표
7 곳의 비영리 기관은 보조금을 받아 2019 년 SNUG 거리 봉사활동을 통해 증거 기반의

접근 방식을 계속 사용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 일곱 개 커뮤니티에서 뉴욕의 길거리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SNUG 를 지원하기 위해 310 만 달러 이상을 발표했습니다. SNUG
프로그램은 총기 사고의 여파를 중재함으로써 보복을 예방하고 총기 폭력을 억제하며
생명을 살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서비스 및 프로그램,
기타 커뮤니티 참여 계획에 연결시키는 작업도 합니다. 해당 지원금으로 내년에 마운트
버논, 로체스터, 브롱크스, 트로이, 포키프시, 버펄로의 특정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총기 폭력으로 너무 많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안전법을 시행하는
것부터 SNUG 같은 중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까지 뉴욕주는 총기 폭력 문제를
끝내기 위해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기 관련 사망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 커뮤니티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뉴욕은 총기 폭력에 대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총기 안전 조치와 SNUG 같은 계획으로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가족이 안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올버니, 시러큐스, 헴스테드, 와이언던치 네 개 커뮤니티에서 거리 봉사활동
지원금 및 해당 커뮤니티에서 총기 및 범죄조직 폭력 급증을 해결하기 위한 기타
계획용으로 총 160 만 달러가 발표되었습니다.
내년에 SNUG 를 지속하는 뉴욕주의 투자금은 총 478 만 달러이며 2018 년에 제공된
지원금보다 약 220,000 달러 이상 많습니다. 주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이 관리하는 SNUG 거리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2009 년에 시작한 이래
진화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를 사용하여 개발된 독특한 커리큘럼이 있으며

무료 추가 기술 지원 및 장소 안내를 제공하고 범죄 분석의 활용을 통합하여 작업을
설명합니다.
총 11 개의 비영리 기관은 보조금을 공유하고 SNUG 프로그램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해당 커뮤니티에 살며 일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는
봉사활동가를 고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돕는 것입니다. 봉사활동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로서 보복을 예방하기 위해 총기 사고에 대응하고 충돌을 감지하도록
도우며 추가 폭력이 생기기 전에 평화롭게 해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봉사활동가들은
또한 집회 및 특별 이벤트를 통해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이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고 교육 및 일자리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지원
서비스와 연결하며 범죄가 없는 삶으로 이끌도록 돕습니다.
다음의 기관은 오늘 발표한 보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 웨스트체스터 마운트 버논 패밀리 서비스(Family Services of Westchester,
Mt. Vernon): $290,500
• 액션 포 어 배터 커뮤니티(Action for a Better Community), 로체스터:
$543,700
• 자코비 메디컬 센터 악질러리(Jacobi Medical Center Auxiliary), 브롱크스:
$626,500
• 용커스 YMCA(Yonkers YMCA), 용커스: $355,820
• 트리니티 얼라이언스(Trinity Alliance), 트로이: $333,050
• 패밀리 서비스(Family Services Inc.), 포키프시: $305,100
• 백투 베이직(Back to Basics), 버펄로: $677,980
이전에 SNUG 지원금을 제공 받기로 발표된 단체:
• 트리니티 얼라이언스(Trinity Alliance), 올버니: $426,200
• 시러큐스 모델 네이버후드 시설(Syracuse Model Neighborhood Facility):
$505,300
• 가족 및 아동 연합(Family and Children's Association), 헴스테드: $386,050
• 서퍽 경제 기회 위원회(Economic Opportunity Council of Suffolk),
와이언던치: $329,800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Michael C. Green 집행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NUG 같은 증거 기반
프로그램은 주 전역에서 공공 안전을 개선하는 데 급격한 진보를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총기 폭력의 급격한 감소를 목격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할
것이 많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거리 봉사활동가들이 주 내 폭력 범죄가 가장 심한 일부
지역에서 중요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리 봉사활동 네트워크는 주정부의 범죄 감소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총기
관련 폭력 제거(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GIVE)에 참여하는 법집행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2018 년의 첫 11 개월 동안 SNUG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커뮤니티 내에서
총기 사고수가 그 전해에 비해 11 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총기 사고는 5 년 평균에
비해서도 감소했습니다. 해당 관할 구역에서 총기 관련 사망은 5 년 평균에 비해 5 퍼센트
감소했습니다. 11 개 SNUG 프로그램 중 10 개(브롱크스 제외)는 총기 관련 폭력
제거(GIVE)가 목표를 설정한 커뮤니티에서 시행됩니다. 이는 지원금과 기술 지원을 법
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범죄에 맞서 싸우는 프로그램이며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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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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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