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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의 MS-13 폭력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갱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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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렌트우드와 센트럴 아이슬립에서의 잠입 작전 및 순찰 확대를 개시하는 주립경찰 

(State Police) 
 

여러 기관들로 구성된 FBI 가 주도하는 롱아일랜드 범죄조직 태스크포스 (Long Island 
Gang Task Force)에 동참할 예정인 6 명의 새로운 수사관들 

  
주정부의 범죄조직 정보부대 (Gang Intelligence Unit)에 합류하는 롱아일랜드  

출신의 수사관 
  

롱아일랜드 갱단의 폭력 범죄에 집중 대처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25 명의 
주립경찰관들 (State Troopers)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일반적으로 MS-13이라고 불리는 거리 갱단 Mara 

Salvatrucha가 범한 폭력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롱아일랜드에서 갱단을 단속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연방정부 및 지역 

법 집행 파트너들은 이제 MS-13에 대처하여 싸우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확대된 주정부 

정보 및 법 집행 자산을 갖출 것입니다. 

 

또한 롱아일랜드의 뉴욕주립경찰 L 경찰대 (New York State Police Troop L)는 서퍽 

카운티의 브렌트우드와 센트럴 아이슬립 지역에서 순찰을 확대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잠입 작전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갱단의 범죄 행위 단속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전들을 지원하기 위해 FBI가 주도하는 롱아일랜드 범죄조직 태스크포스 (Long Island 

Gang Task Force) 및 뉴욕주의 범죄조직 정보부대 (Gang Intelligence Unit)에 새로 

합류할 6 명의 수사관들을 포함하여 주립경찰 (State Police) 수사관 25 명이 이 

프로그램에 동참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안정을 취하며 지낼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MS-13이 저지른 다수의 갱단 관련 

폭력 사태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무의미한 

범죄와 싸우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롱아일랜드 주민들에게 법 

집행 기관의 우리 파트너들이 이 폭력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뉴욕이 전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MS-13은 1980 년대 미국에서 자생한 국제적인 범죄 조직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범죄 

활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폭력적이이서 단지 갱단의 악명을 높이기 

위해 잔인한 폭력 행위에 빈번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퍽 카운티에서 

폭력 범죄가 극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폭력 

범죄의 경우 이 갱단에서 직접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 범죄자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주지사의 노력의 일환으로, 주립경찰 (State 

Police)은 법 집행 기관들 사이의 조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MS-13 수사를 강화하거나 더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롱아일랜드 출신의 수사관 한 명이 동참한 덕분에 주정부의 정보 

센터 (State’s Intelligence Center)에 기반을 둔 범죄조직 정보부대 (Gang Intelligence 

Unit)의 향상된 조정 능력 및 자원들이 포함됩니다. 이 부대는 거리, 감옥, 무법자 

오토바이 갱단, 극단주의자 단체/증오 단체/일시적 범죄 단체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수사관은 롱아일랜드에 직접 이 자원들을 집중시키는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법 집행 기관들 사이의 조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뉴욕주립경찰 (New York State 

Police)은 10 곳의 회원 기관과 30 명 이상의 에이전트, 형사, 경찰관들과 함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 파트너들로 구성된 롱아일랜드 범죄조직 태스크포스 (Long Island Gang 

Task Force)에 6 명의 새로운 수사관들을 합류시킬 예정입니다. FBI는 올버니, 버펄로, 

허드슨 밸리,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뉴욕시에 비슷한 태스크포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공유 자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사 활동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러 상이한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확대합니다.  

 

이 프로그램 최종 단계의 일환으로, 브렌트우드와 센트럴 아이슬립 주민들은 또한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주립경찰 (State Police)이 등장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의 L 경찰대 (Troop L)는 비밀리에 수행하는 

작전들을 포함하여 심각한 수준의 갱단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웃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기 위해 새롭게 눈에 띄는 순찰방식과 갱단에 대처하는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불법 행위를 예방할 것입니다. MS-13이 공원 지역을 핵심 채용 장소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원들 또한 이렇게 늘어난 순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갱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 모든 프로그램은 L 경찰대 (Troop L)에 배속된 부대장 한 명이 

감독할 것입니다. 



다수당 원내총무 John J. Flanag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갱단의 

폭력은 롱아일랜드와 뉴욕주 전 지역에서 매우 실제적이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자신의 집과 그 이웃 사이에서 안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흐름을 

역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인식하시고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 저희에게 

동참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갱단의 폭력을 제거하여 

롱아일랜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Phil Ramo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롱아일랜드에서 번지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갱단 폭력의 확산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싸움에 힘을 실어 주시는 Cuomo 주지사님의 끝없는 지지에 감사 드리며, 우리와 함께 이 

폭력에 대처해 주신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거리,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 

차원에서 우리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우리는 롱아일랜드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안전을 다시 확립할 것입니다.” 

 

Steve Bellone 서퍽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력 

범죄자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도록 우리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롱아일랜드에서 재앙이 된 갱단의 폭력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 제휴기관들과의 협력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 무의미한 폭력을 종식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George P. Beach II 뉴욕주립경찰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경찰 (State 

Police)은 갱단 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법 집행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리에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저희는 우리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입니다.” 

 

William F. Sweeney, FBI 뉴욕지구 담당 부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사건과 MS-13과 관련되어 늘어나는 사건들은 FBI의 

롱아일랜드 범죄조직 태스크포스 (FBI’s Long Island Gang Task Force) 팀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최근의 살인 사건들과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사회는 FBI가 책임있는 모든 용의자들을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뉴욕주립경찰 수사관들의 

합류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FBI 롱아일랜드 범죄조직 태스크포스 (FBI Long Island 

Gang Task Force)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해주신 우리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 법 집행 

파트너들과의 강력한 관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로 뭉쳐서 함께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 덕분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FBI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위협으로 제시되는 MS-

13 위협을 해결하는 능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범죄에 책임을 져야하는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범죄조직 태스크포스 (Long Island Gang Task Force)의 다른 파트너들에는 

FBI, 서퍽 카운티 경찰국 (Suffolk County Police), 나소 카운티 경찰국 (Nassau County 

Police), 서퍽 카운티 보안관실 (Suffolk County Sheriff's Office), 나소 카운티 보안관실 

(Nassau County Sheriff's office), 서퍽 카운티 보호 관찰부 (Suffolk County Probation), 

헴스테드 경찰서 (Hempstead Police Department), 록크빌 센터 경찰서 (Rockville Centre 

Police Department) 등이 포함됩니다. 

 

수상한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시는 뉴욕 주민들은 Crimetip@troopers.ny.gov를 통해 

뉴욕주립경찰 (New York State Police)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범죄를 

신고하고자 하시거나 본인의 안전을 우려할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911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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