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로체스터 갱단 폭력사건 대응 신규 조치 발표 
 

로체스터 지역 SNUG 및 GIVE 이니셔티브를 통한 주정부 기금 225만 달러 이상 투자 

 
주정부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접속을 확대하여 제공하는 연방정부 및 지역 파트너들  

  
로체스터 지역의 뉴욕주 경찰 주둔을 늘리고 잠입 작전을 개시하며, 순찰대를 늘릴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로체스터 갱단 폭력에 대처할 일련의 신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정부는 SNUG 및 총기 관련 폭력 근절 이니셔티브(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initiatives, GIVE)를 위한 지원금을 증액하여, 올해 로체스터 지역 

투자액 총액은 225만 달러 이상에 이릅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연방 및 지방 

사법집행기관 파트너들은 폭력 범죄 및 마약 거래와의 전쟁에서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정보 기반의 치안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정부 정보 전문가, 항공 지원 및 

특수 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주 경찰특공대 E (New York State Police Troop E)는 10명의 신규 병력을 

추가하여 순찰을 늘릴 뿐만 아니라 비밀 첩보 작전을 통해 지속적인 갱단 소탕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병력 배치에는 먼로 범죄분석센터(Monroe Crime Analysis 

Center)에 주둔하고 있는 뉴욕주 범죄조직 정보부대(State’s Gang Intelligence Unit)의 새 

로체스터 담당 병력의 배치가 포함되며, 이미 로체스터 경찰국 (Rochester Police 

Department)에 배치된 네 명의 병력이 지원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 및 연방 파트너와의 협조로, 뉴욕주 경찰은 

갱단의 폭력을 엄중 단속하고 우리 커뮤니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기 폭력을 방지하고 갱단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신규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이 지역의 이웃들을 보호하고 모두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안전한 뉴욕을 

건설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체스터 지역의 살인사건 5건 중 3건이 갱단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주지사의 굳건한 노력으로 도시의 총격 사건, 거리 범죄 및 마약 거래를 줄이기 위해 갱단 

약 150개의 각 중심부와 갱단 조직원 800명을 일망타진할 것입니다. 



 

먼로 카운티는 현재 총기 관련 폭력 근절 이니셔티브(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initiative)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17개 카운티 중 하나입니다. 로체스터 경찰국(Rochester 

Police Department)과 먼로 카운티 보안관, 지방 검사실 및 보호관찰부로 구성된 이 

파트너십의 지원금이 증액되어 총격 사건 및 총기 관련 살인을 줄이기 위해 총 

1,744,060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GIVE 이니셔티브는 기술 지원, 교육, 장비 및 검사 및 

범죄 분석가와 같은 인력을 지원하는 교부금을 제공하여 총기 폭력을 줄이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로체스터는 주정부가 지원하는 11개 거리 구제 활동 프로그램 중 하나인 SNUG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올해 비영리 기관 ‘보다 나은 커뮤니티를 위한 행동(Action for a 

Better Community)’의 지원금이 인상되어 프로그램 운영에 총 535,000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특별 훈련을 받은 개인이 배치되어, 폭력을 줄이거나 커뮤니티 내 긴장이 

고조되었을 시 발생하는 추가 폭력을 방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고위험 개인과 

사회 복지 서비스 및 지원을 연결하고 이들이 지역 행사 및 공교육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GIVE 및 SNUG 보조금은 뉴욕주 형사사법부(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가 관리합니다. 

  

이러한 갱단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주지사의 노력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경찰에 사법집행기관 사이의 공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자원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수사를 강화 또는 촉진할 모든 자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몬로 

범죄분석센터(Monroe Crime Analysis Center)에 주재하는 로체스터 기반 수사관이 추가 

배치되어, 항공 지원에서부터 뉴욕주 정보국(State’s Intelligence Center) 내 범죄조직 

정보부대(Gang Intelligence Unit)와의 강화된 공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원을 

총망라합니다. 이 부대는 거리, 감옥, 무법자 오토바이 갱단, 극단주의 단체/증오 

단체/일시적 범죄 단체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하며, 새 수사관은 로체스터에 직접 

이 자원들을 집중시키는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로체스터 주민들은 커뮤니티 내에 주둔하는 주정부 경찰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체스터 경찰국(Rochester Police Department)에 이미 파견된 4명의 병력에 더하여, 

특공대 E에 합류할 10명의 추가 병력이 갱단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을 

목표로 삼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가시적 순찰과 갱단 소탕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불법 행위를 

예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규 조치는 로체스터의 갱단과 총기를 엄중 단속하려는 뉴욕주의 지속적인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먼로 범죄분석센터(Monroe Crime Analysis Center)는 현지 

사법집행기관과의 파트너십으로 주정부가 처음 설립한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센터는 

주도 지역, 노스 컨트리, 센트럴 및 웨스턴 뉴욕, 핑거 레이크스 및 서던 티어의 16개 

카운티를 지원하는 8개 주정부 지원 센터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주정부는 해당 



카운티의 현지 사법집행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 8개 센터의 인력 및 기술에 매년 약 

6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갱단 사건 및 기타 범죄 수사에 대한 지역 

전역과 경찰 당국 간의 정보 및 첩보 공유가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에 

포함된, 화학물질 의존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치료, 회복 프로그램, 입원 서비스 기회, 

공공 인식 개선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여 핑거 레이크스 지역사회의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금 1,200만 달러를 강조하였습니다.  

 

George P. Beach II 세 교육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의 일부에 피해를 입히는 갱단 

폭력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로체스터 사법집행기관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폭력적인 범죄자들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우리 지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과 요원이 포함됩니다.” 

 

뉴욕주 형사사법부(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NYS 

DCJS) 수석 부커미셔너 Michael C. Gre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뉴욕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주일지라도, 갱단 폭력은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여전히 너무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으며, 이들은 심지어 청소년들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오늘 발표한 

조치로, 로체스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범죄분석센터(Crime Analysis Center) 네트워크, 

GIVE 이니셔티브 및 SNUG 프로그램을 통해 갱단 소탕을 지원하려는 DCJS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완할 것이며, 이 모든 활동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Lovely Warre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Cuomo 주지사님은 우리 도시의 폭력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현지 및 주정부 

사법처리기관 간의 강력한 협력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안전하고 활기찬 

지역을 만들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우리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지사님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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