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현지 법 집행관을 위한 혐오 범죄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법안에 서명  

  

법안 S.3909/A.3606는 지방경찰훈련위원회(Municipal Police Training Council),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및 혐오 범죄 태스크포스(Hate Crimes Task 

Force)에 혐오 범죄의 인식 및 대응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개발, 유지, 배포하도록 지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현지 법 집행관에 대한 증오 범죄 인정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법안(S.3909A.3606)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경찰훈련위원회(Municipal Police Training Council)가 뉴욕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및 혐오 범죄 태스크포스(Hate Crimes Task Force)와 협력하여 현지 법 

집행관이 혐오 범죄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절차를 개발, 유지 및 배포하도록 지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는 혐오가 설 자리가 없으며, 우리는 

혐오가 추악한 머리를 내밀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법 집행관들이 혐오 범죄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우리를 더 강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뉴욕은 미국의 혐오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호 조치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사건은 

지역 법 집행관이 혐오 범죄를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더 나은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혐오 범죄 인식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주 및 지방 법 

집행관이 혐오 범죄를 인식하고 대응하고 미래의 범죄를 억제하고 더 큰 책임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Todd Kamin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유대주의, 혐오와 편협은 

우리 주와 국가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께서 제가 지원한 이 법안에 

서명하신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법안은 법 집행관들이 이러한 악랄한 행위를 

파악하고 대응하며 조사하는 데 능숙해지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유대주의로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Nily Rozic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에서 혐오 범죄가 꾸준히 

급증하여 안전한 공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새로운 법으로 현지 법 집행관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광범위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러한 범죄를 식별, 보고 

및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헌신과 혐오가 

어떤 지역사회에도 존재할 수 없다는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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