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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인터넷상 아동 포르노 접근을 금지하는 법률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인터넷상 아동 포르노 접근을 금지하는 법률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새 법률은 개인이 고의로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를 볼 의도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뉴욕주 형법을 개정합니다. 현재는 뉴욕주 법률에 의거하면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내장되는 웹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보는 사람은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률은 그러한 법률상의 허점을 제거합니다. 이 새 법률에 의거하면 어떤 사람이 아동 음란물을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웹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경우, 그 사람은 E급 중범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 새 법률의 발효 결과로, 뉴욕주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의 강화로 우리는 포식자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허점을 
제거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새 법률은 너무 오랫동안 기소와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범죄자들을 중단시킵니다. 본인은 우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다수당 지도자 
Skelos, 하원의장 Silver 및 본 법안 후원자들의 리더십과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협력함으로써 모든 뉴요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다수당 지도자 Dean Skelo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보는 것은 개탄할만한 
행동입니다. 이 새 법률은 아동 음란물을 보거나 소지하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새 형사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처음부터 존재하지 말았어야 하는 법적 허점을 메웁니다. 이 법률은 무고한 
어린이들을 착취와 피해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조치를 후원해 주신 Golden 
상원의원의 리더십과 서명하여 입법화해 주신 Cuomo 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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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장 Sheldon Silv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상 아동 포르노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과 극악한 포식자들 사이에 안전장치를 하나 더 설치합니다. 뉴욕주 
어린이들의 보호는 항상 하원 다수당의 최고 우선순위였으며 본인은 이 법안을 지지해 주신 
주지사와 정부의 다른 우리 파트너들께 감사합니다.” 
 
전직 뉴욕시 경찰관이었으며 본 법안의 상원 발의자인 상원의원 Marty Gold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와 우리 국민은 아동 음란물을 보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기소를 막는 허점을 
알게 되었을 떄 충격을 받고 불쾌하였습니다.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는 
이 새 법률로 인해 우리의 어린이, 가족과 모든 시민은 더욱 안전하게 됩니다. 뉴욕주는 이제 연방 
규제와 합치하여 마땅히 아동 음란물의 관람을 범죄로 분류합니다. 
 
본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하원의원 Joe Lento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협했던 결정적 허점을 메웁니다. 이 법안의 서명은 모든 뉴요커들이 
박수칠 수 있는 일입니다.” 
 
뉴욕주는 1996년에 아동 음란물의 소지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8일에 판결된 사건에서 뉴욕주 항소법원은 기존의 법률이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의 "접근 및 
관람"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법원은 주정부가 인터넷에서 관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아동 음란물에 접근하는 것을 유죄로 하도록 형법을 수정하라고 구체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이 새 법률은 그러한 눈에 띄는 허점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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