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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미국 전역의 표준화된 경찰 위법 행위 정책 촉구  

  

경찰 위법 행위 조사는 지방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외부 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 과도한 권력에 대한 하나의 정의를 만들어야 해  

  

위법 행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의 징계 기록이 공개되어야 함  

  

 지속적인 조사에서 어젯밤의 시위 동안 사용된 모든 행동과 절차를 검토하도록 James 

법무 장관에게 요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국 전역에서 표준화된 경찰 위법 행위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주지사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경찰의 위법 행위 조사를 지방 검찰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지사는 전국에 걸쳐 하나의 기준으로 경찰에 의한 과도한 권력을 

정의할 것을 연방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위법 행위로 기소된 임원의 징계 

기록 공개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공립 학교가 각 아동에게 동일한 수준의 

자금을 제공해야 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문제는이 나라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종 

차별주의이며 이는 만성적인 질병이며 제도적이고 집단 위선을 대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을 잘하지만 여전히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진리의 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전은 이 

순간을 사용하고, 이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며 진정한 긍정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George 

Floyd는 분명 헛되이 죽지 않았습니다. Floyd의 죽음은 이 나라를 실제로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한 순간이어야 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Letitia James 법무 장관에게 최근 시위 중에 사용된 모든 행동과 절차에 

대한 검토에서 어젯밤의 시위와 지속적인 시위를 포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주지사는 해당 도시에서 계획된 시위에 앞서 버펄로, 

로체스터, 시러큐스, 올버니에 주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주 경찰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지방 자치 단체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이 

대기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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