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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언론 공격을 중범죄로 늘리는 제안이 2019년 집행 예산에 

포함되었다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언론 공격에 대한 형사 처분을 늘리는 제안이 2019년 

집행 예산에 포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인들에 대한 최근 폭력 행위에 비추어 

기자들을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서, 주지사는 기자들이 언론 일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벌어지는 폭력에 대하여 중범죄 수준까지 처벌을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며, 

단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신체적인 피해의 위협을 점점 더 견뎌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부당합니다. 현재 연방 정부가 정상화하고 심지어 언론에 대한 공격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뉴욕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들이 

우리와 함께 최종적으로 이러한 보호들을 법으로 제정하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은 기자들의 폭력에 대한 처벌을 경범죄에서 중범죄(class D)로 늘릴 것입니다. 

간호사, 시설 근로자, 의료 기술 보조원(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직원, 응급 의료 서비스 기술자 및 프로세스 서버를 포함한 다른 전문직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높은 보호가 존재합니다.  

  

언론인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주지사의 법안은 

뉴욕주가 기자들을 향한 어떠한 폭력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전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우리 민주주의의 기둥입니다. 그러나, Trump 

행정부는 언론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행정부(Administration) 자체의 어젠다를 추진하고 

대중 사이에 미디어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기 위해 행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언론에 “가짜 

뉴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수사적이고 대중적인 담론은 폭력으로 

사라졌고, 기자들과 언론 매체, 언론인들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2017년, 의회의 

한 후보는 원치 않는 질문을 한 기자를 맹렬하게 공격했고, 이후에 Trump 대통령은 이 

행동을 기념했습니다. 지난 10월, 플로리다의 한 남성은 뉴욕 스튜디오에서 전국 뉴스 

네트워크를 다루는 유명한 정치인과 뉴스 기관에 14 개의 폭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8월, 캘리포니아의 한 남성은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에 

기자들을 쏘겠다고 위협하는 약 열 두 번의 전화를 건 후에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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