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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MS-13 갱단원의 신규 채용 경로를 차단하고 롱아일랜드의 포괄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1,850 만 달러의 지원금을 2019 년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 반영했다고 발표

지원금 1,600 만 달러를 투자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갱단
참여를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제공
또한 250 만 달러의 지원금으로 나소 카운티와 서퍽 카운티에서 주정부의 총기 관련 폭력
근절(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GIVE) 프로그램 및 스넉 프로그램(SNUG
Program)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롱아일랜드 지역사회가 MS-13 갱단원 신규 채용
경로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다면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2019 회계연도에 제정된 예산(FY 2019 Enacted Budget)에 1,850 만
달러를 반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 중에서 1,600 만 달러는 (1) 방과 후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s)의 확대, (2) 취약한 청소년을 위한 사례 관리 서비스 및
일자리 기회, 더불어 (3) 갱단 참여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및 지방 정부 법 집행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총액 250 만 달러의 기금은 또한 법 집행 기관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들에게 입증 된 증거 기반 전략을 사용하여 총기 폭력 및 갱단 폭력의
근절을 돕는 자원을 제공하는 롱아일랜드의 총기 관련 폭력 근절 프로그램(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initiative) 및 스넉 거리 지원(SNUG street outreach)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이 활동은 뉴욕이 지난 한 해 동안 달성한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갱단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확보하도록
보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MS-13 갱단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행한
괴물 같은 행위와 그로 인한 두려움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주민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이 폭력 범죄자들을 퇴치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구적으로 우리 주에서 MS-13 갱단의 존재를
박멸하기 위해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 포괄적인 계획을 시작하여, 갱단원의 신규 채용을

확실히 예방하고, 수업 중이나 방과 후에 어린 남녀 학생들을 보호하며, 뉴욕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MS-13 은 1980 년대 미국에서 자생한 국제적인 범죄 조직입니다. 이 갱단은 다양한 범죄
행위와 특수 폭력 행위를 일삼는 조직으로서 단지 갱단의 악명을 높이기 위해 잔인한
폭력 행위에 자주 개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롱아일랜드의 폭력 범죄가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일련의 살인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에
MS-13 갱단과 직접 관련된 폭력 범죄가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Cuomo 주지사가 롱아일랜드에서 MS-13 갱단을 박멸하고 뉴욕주의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 중 가장 최근에 마련된 방법입니다.
롱아일랜드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School Program) 확대,
200 만 달러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는 뉴욕주 아동가족사무국(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주 경찰청(Division of State Police), 카운티 행정책임자와 지방 법 집행기관에서 지정한
롱아일랜드 위험 지역의 학교와 비영리 단체에 대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 School Program)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금 200 만 달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확대로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스포츠, 음악, 미술,
기타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잠재적인 갱단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와 취업 교육 기회 확대, 500 만 달러
성공적인 뉴욕 청소년 일자리 프로그램(New York Youth Jobs program)은 잠재적으로
갱단에 모집될 위험이 높은 젊은이들에게 직업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500 만 달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취업 및 직업 훈련으로
인도하고, 16 세에서 24 세 사이의 실업자, 중퇴자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참여 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범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갱단 예방 교육 프로그램 제공, 200 만 달러
향후 3 년 동안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 개입과 폭력 예방에 주력하는 지역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00 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교육청 및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단체들과 공조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갱단원 신규 채용, 동료 집단의
압력, 폭력, 일탈 행동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상담, 그룹 프로그램, 기타 사회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내 및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돕기 위해 갱단 예방 교육에

대해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과 공조하는 법 집행 기관들은 이 투자액 중 50 만
달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취약한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 개발, 300 만 달러
이민 청소년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 포함된 300 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이 포괄적인 사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3 년 동안 제공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취약한 젊은이, 특히 종종 MS-13 갱단원 모집의
표적이 되는 새로운 이민자 자녀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사례 관리에는
긍정적인 사회 정서적 발달 및 지역사회와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의료 및
정신 건강 지원, 중독 치료, 정신적 외상 및 가족 상담, 언어 교육,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지역사회 지원 팀 설립, 400 만 달러
“갱단이 모이는 지역(hot spots)”에서 갱단 활동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지능을 갖춘 요원과 향상된 서비스에 대한 현지 요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뉴욕주 경찰 지역사회 지원팀(State Police
Community Assistance Team)의 롱아일랜드 배치를 지원합니다. 11 명으로 구성된 이
팀에는 갱단 관련 범죄를 줄이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6 명의 주립 경관, 3 명의 수사관,
1 명의 수석 수사관, 그리고 현지 법 집행 기관 및 지역사회 기반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지정된 한 명의 수퍼바이저가 포함됩니다.
총기 관련 폭력 근절(GIVE) 프로그램 및 스넉(SNUG) 프로그램을 통한 폭력 감소 활동에
대한 주정부 지원
총기 관련 폭력 근절 프로그램 기금(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Initiative
Funding), 190 만 달러
2019 년 예산은 증거 기반 전략을 사용하여 폭력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인정된 접근
방식인 형사 사법부(DCJS)의 총기 관련 폭력 근절(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합니다. 올해 나소 카운티와 서퍽 카운티는 지역사회 봉사 활동,
훈련, 장비, 검사와 범죄 분석가 등과 같은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 190 만 달러의
총기 관련 폭력 근절(GIVE)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지원금은 롱아일랜드의
경찰국(police department), 지방 검찰청(district attorneys' office), 보호 관찰부(probation
department), 보안관 사무실(sheriffs' office)들 간에 공유됩니다.
스넉 거리 지원 기금(SNUG Street Outreach Funding), 687,500 달러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또한 롱아일랜드에서 형사 사법부(DCJS)의
스넉 프로그램(SNUG program)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헴스테드와 웨인댄치에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거리에서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젊은 사람들을 폭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을 제공합니다.

올해 이 두 단체는 총액으로 지난해 대비 78,500 달러가 늘어난 687,500 달러를
받게됩니다.
롱아일랜드에서 갱단 폭력 퇴치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 반영된 투자금은 Cuomo 주지사가 이끄는
롱아일랜드 갱단 폭력의 근절을 위한 최신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난 4 월에 주지사는
롱아일랜드에 인력을 배치하여 MS-13 갱단 박멸을 도울 것을 뉴욕주 경찰청에
지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시성이 높은 순찰차를 운영하는 브렌트우드와 센트럴
아이슬립에 파견한 25 명의 뉴욕주 경찰관과 갱단 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구역을
대상으로 채워진 사복 경찰들이 포함됩니다. 주 경찰청은 또한 FBI 가 인솔하고 30 명
이상의 연방 요원, 주와 지방 법 집행기관 협력단체 요원들로 구성된 롱아일랜드 갱
단속반에 6 명의 조사관을 새로 파견하고 정보와 기타 자원들을 종합하여 기관들의 갱단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도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조치로는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10 명의 주 경찰관들로 구성된 새로운
갱단 폭력 예방팀(Gang Violence Prevention Unit)의 배치입니다. 이 팀은 갱단 활동의
조기 조짐을 알아내고 서퍽 카운티 경찰서(Suffolk County Police Department)와
“교육자에 대한 교육(Educate the Educators)” 프로그램에 대해 긴밀히 합작하여
교사들과 직원들이 갱단에 연루되고 갱단에 가입할 징조를 조기에 알아볼 수 있게
도왔으며 학생들에게 길거리 갱단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지난 12 월 주의회의 회기에 앞서 발표된 주지사의 시정 방침(State of the
State)의 4 번째 제안을 시행합니다.
Phil Boy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갱단 예방 전략, 교육 프로그램, 총기
안전 프로그램 등에 대한 뉴욕의 투자로, 우리는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늘리고
롱아일랜드의 폭력 범죄를 줄이는 일을 지원하면서 나머지 지역과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님, 뉴욕주 상원의 제 동료 의원들, 그리고 이 지역 전체의
지역 리더분들의 변함없는 공약과 공조 덕분에, 가장 최근에 집행한 이 투자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킬 것입니다. 영원히
최종적으로 MS-13 갱단을 박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
우리 지역사회에 감사드립니다.”
Phil Ramo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S-13 갱단은 너무나 오랜 기간
우리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습니다. 롱아일랜드에 필요한 기금을 제공해서
이 위험한 범죄자들을 막고 우리의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 중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주의회의 제 동료 의원들 그리고 Cuomo 주지사님과 협력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주민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남녀 젊은이들이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직업 훈련 기회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퍽 카운티의 Steve Bellone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퍽 카운티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우리는 법 집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갱단의 신규 채용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MS-13 갱단을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박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이 주정부 투자금은 이 갱단을 박멸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재정 지원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나소 카운티의 Laura Curra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갱단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우리 지역사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롱아일랜드 전 지역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리더십 덕분에, 주지사님은 주정부의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갱단 예방 전략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님은 총기 폭력 사태에 근절하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수단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우리
경찰국의 남녀 경관들에 대한 주지사님의 지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시작하여 뉴욕의 남녀 젊은이들의 건전한 삶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정부와 지방 정부 파트너들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퍽 카운티 의회의 Monica R. Martinez 카운티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면서 MS-13 갱단을 박멸하기
위해 협력하는 일은 우리가 모든 주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로드맵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롱아일랜드에 제공되는 중요한
기금은 우리 이웃들이 느끼는 공포를 없애고, 지역사회 단체와 학교에서 영구적으로 이
잔인한 갱단을 몰아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우리 지역과 함께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협력해 주신
우리 주정부 리더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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