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 지역사회가 MS-13 모집 연결망을 차단하고 없애는 데 

도움을 줄 835만 달러 발표  

  

투자금은 청년 직업 훈련용 370만 달러, 엠파이어 방과 후 기금(Empire After-School 

Grants) 240만 달러를 포함  

  

커뮤니티 파트너십을 통한 범죄조직 예방 및 청년 지원용 커뮤니티 크레더블 메신저 

기금(Community Credible Messenger Grants) 225만 달러  

  

2018-19년 예산(2018-19 Budget)에 포함된 1,850만 달러 규모의 반범죄조직 투자금에 

기반하며 주의 총 투자를 약 2,700만 달러로 만들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롱아일랜드 지역사회에서 MS-13 범죄조직 행동을 

없애고 청년들이 범죄조직 모집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기금 

835만 달러를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은 주 기관들을 통해 전체적 접근 방식으로 

멘토링과 지원을 하여 위험에 처한 청년들에게 교육, 훈련, 고용 기회를 제공하며 

다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S-13이 우리 지역사회에 가하고 있는 폭력과 

공포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교육함으로써 이 거대한 

범죄를 몰아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 착수는 뉴욕에서 MS-13를 

영원히 없애려는 우리 노력에 젊은이들을 참여시키는 동시에 범죄조직 모집을 중단하기 

위한 주의 투자에 기반합니다.”  

 

이 기금은 회계년도 2018-2019 예산(FY 2018-2019 budget)에 포함된 1,850만 달러에 

추가되었으며 나소 및 서퍽 카운티에서 MS-13를 뿌리 뽑기 위해 지원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롱아일랜드의 범죄조직 활동을 없애는 데 지원되는 총 투자금은 

약 2,700만 달러입니다. 

  



 

 

마라 살바트루차(Mara Salvatrucha) 또는 MS-13은 1980년대 미국에서 부상한 

국제적인 범죄 조직입니다. 이 범죄조직은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는 극단적이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롱아일랜드에서 폭력 범죄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MS-13으로 인한 폭력 범죄는 상향세입니다.  

 

직업 교육 기회를 개선하고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갱단 활동에서 벗어나게 할 370만 달러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롱아일랜드에서 젊은 남성과 

여성 845명을 직업 훈련과 경력 기회에 연결하도록 돕기 위해 약 370만 달러를 

수여합니다. 제안 요구서(Request For Proposals, RFP)는 올해 초에 발행되었습니다. 

13개 신청서를 받았고 13개 모두 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MS-13 

같은 갱단에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직업 준비 훈련 및 고용에 

초점을 맞춘 지역 조직은 해당 기금을 받게 됩니다.  

 

기금 지원 대상 기관  
청년  

인구  
지원금액  

Uniondale Union Free School District  100  $300,000  

Long Island University  60  $299,970  

Family and Children's Association  50  $178,177  

Leadership Training, Inc.  50  $300,000  

Long Island Gay and Lesbian Youth, Inc.  100  $300,000  

West Islip Youth Enrichment Services, Inc.  80  $300,000  

Brentwood Union Free School District  80  $298,520  

Economic Opportunity Council of Suffolk, Inc.  40  $261,093  

Board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First Supervisory 

District of Suffolk County (D/B/A Eastern Suffolk BOCES)  
35  $299,998  

Viability, Inc.  40  $300,000  

United Way of Long Island  100  $300,000  

Self-Initiated Living Options  50  $260,116  

Adelante of Suffolk County, Inc.  60  $299,951  

총  845  $3,697,825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School Program) 240만 달러  

 

뉴욕주 아동가족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은 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와 협의하여 도움이 절실한 교육구 네 곳, 나소 및 

서퍽 카운티에서 위험에 처한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또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기관에 새로운 방과 후 프로그램 자리 1,499개를 만들 240만 달러를 



 

 

수여합니다. 아동가족사무국(OCFS)이 관리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자리의 총 수는 

롱아일랜드에서 5,149개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갈 수 있는 안전한 교육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기금은 방과 후 기금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역사적인 투자에 기반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 기금(Empire State After School Program grants) 760만 

달러가 주 전역 4,750개 자리에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근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 기금(Empire State After School Program funding) 수여로 

아동가족사무국(OCFS)은 주 전역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의 6,700만 달러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지원 대상 교육구  등록 어린이 수  지원금액  

West Islip Youth Enrichment Services, Inc.  150  $240,000  

Longwood School District  500  $800,000  

Economic Opportunity Council of Suffolk, Inc.  350  $560,000  

Roosevelt School District  499  $798,400  

총  1,499  $2,398,400  

 

커뮤니티 크레더블 메신저 계획(Community Credible Messengers Initiative)에 225만 

달러  

 

Cuomo 주지사는 또한 롱아일랜드에서 커뮤니티 크레더블 메신저 계획(Community 

Credible Messengers Initiative)을 시행하기 위해 가족 및 아동협회(Family and 

Children's Association)에 225만 달러를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소년원에서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청년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강화 

서비스(Youth Enrichment Services, Inc.), 기회를 위한 비전(Visions to Opportunity), 

서퍽 카운티 경제 기회 협의회(Economic Opportunity Council of Suffolk County), 여성 

기회 갱생 센터(Woman’s Opportunity Rehabilitation Center)와 연결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연결망의 목표는 체포를 유발했던 범죄조직 활동 등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크레더블 메신저(Credible Messengers)의 목표는 젊은이들이 범죄조직 활동을 피하도록 

돕고 건설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스스로 성장하고 배우며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매년 50명의 롱아일랜드 청소년을 도울 것이 

예상됩니다.  

 

롱아일랜드에 더하여 버펄로와 웨스트체스터 기관들도 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노동부(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사회 

서비스 및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나소 및 서퍽 카운티의 선별된 지역사회 청년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MS-13 같은 범죄조직에 가입할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필수 

해결책입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이 노력을 함께 하여 자랑스러우며 

롱아일랜드 지역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소년 소녀를 위해 좋은 결과가 달성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동가족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의 Sheila J. Poole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원에서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청소년이든 방과 후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이 필요한 아이든 상관없이 젊은이들이 잠재력을 완전히 펼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끌 튼튼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취약한 청소년을 노리는 

범죄집단을 없애고 부모들이 안심하도록 돕기 위해 이러한 기금을 사용하게 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의 MaryEllen Elia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생산적인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면 친구들, 보호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교육위원회(Board of Regents)와 저는 범죄조직과 폭력을 

방지하고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고 생산적인 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할 필수 자원을 

제공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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