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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최근 유대인 및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위협에 이어, 뉴욕주 

경찰이 증오 범죄 표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고 발표   

   

주 경찰, 뉴욕의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한 증오 위협과 콜로라도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에서 총격에 대응하여 위험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   

   

주 경찰, 뉴욕주 경찰, Monitoring Online Hate, 태러 대응 정보 팀과 협력하여 

잠재적인 목표에 도달할 예정   

   

Hochul 주지사의 최근 증오 위협에 대한 발언 장면은 여기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고 TV 품질(H.264, MP4) 포맷은 여기 에서 시청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의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이 좌절되고 

콜로라도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뉴욕주 경찰이 증오 

범죄의 위험에 처한 커뮤니티에 대한 감시와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증오 범죄의 대상을 보호하고 국내 극단주의와 싸우기 위해 Hochul 

주지사의 기록적인 자금 증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 경찰에게 증오 범죄의 잠재적인 

표적이 되는 지역사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 

뉴욕에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폭력이나 편견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증오에 맞서 단결합니다. 오늘과 매일 말입니다."  

   

뉴욕주 경찰청장 권한대행인 Steven A. Nigrell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경찰은 모든 

지역사회를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주, 지역 및 연방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Hochul 주지사님의 자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Hochul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경찰은 증오 범죄의 잠재적 표적이 되는 

지역사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 경찰은 뉴욕 경찰과 접촉하고 있으며, 

뉴욕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스러운 위협에 대해 소셜 미디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 경찰의 테러 대응 정보 부대(Counter Terrorism Intelligence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youtu.be%2F97PGyT5ajdA&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ea8654fc645d4f989f8108dacb1f778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56332561423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iVWmkv7tTBEUy6Yo%2Fz8HuwH1vsXnvUAu7SHy2zEN5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spaces.hightail.com%2Freceive%2FBgLKNjiRFJ&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ea8654fc645d4f989f8108dacb1f778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456332561423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fjwZ28UOJXsE4oJHhWRsLiKK%2BJpLAh8Dtd0hq%2F54zs4%3D&reserved=0


Unit)는 뉴욕 전역의 성소수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주 내 유대교 회당 및 기타 유대인 

커뮤니티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MTA 경찰, 주 경찰, NYPD, FBI 합동 테러 태스크 포스는 서로 협력하여 맨해튼의 

펜실베니아 역에서 유대인 커뮤니티에 폭력을 가할 계획을 가지고 뉴욕시로 여행한 

혐의로 두 명의 무장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주 경찰과 뉴욕주 정보 

센터에 제공한 자원 덕분에 이러한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버팔로에서의 백인 우월주의자 총격 사건이 있은 후, Hochul 주지사는 증오에 찬 

극단주의와 폭력과 싸우는 데 전념하는 국가 자원을 확대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경찰이 국내 극단주의를 추적하고 정보센터의 소셜미디어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뉴욕주 정보센터(NYSIC) 내에 전담 부대를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 전역의 총기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분석가 팀과 

뉴욕정보국을 고용함으로써 주의 총기 폭력 정보 자원을 3배로 늘리기 위해 입법부와 

협력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지난 달 발효된 법안에 서명하여 증오 범죄 및 

기타 범죄로 인해 필수 개인 재산이 손실되거나 손상된 피해자 및 생존자에 대한 

배상액을 이전 한도의 5배인 2,500달러까지 증가시켰습니다.  

  

이달 초, Hochul 주지사는 이념, 신념 또는 임무 때문에 증오 범죄 또는 공격의 위험이 

있는 비영리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안전 및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9,600만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전역의 카운티에 위협 평가 및 관리 

팀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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