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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세이 데어 네임' 어젠다 갱신 '경찰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권력을 남용하고, 상처입히고, 불필요한 힘을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정의가 지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Cuomo: "경찰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경찰권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권력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위자들은 평화롭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분노입니다. Floyd씨의 동영상을 보고 분노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동영상의 살인을 목격하고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그 분노를 공유했습니다."  

  

Cuomo: "저는 버펄로 사건 이후부터 발언했으며 지방 검사가 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에서 본 내용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지방 

검사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며, 가능한 한 빨리 행동한 데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Cuomo: "더 이상 사회에서 정의 실현이 지연되는 데 대한 관용은 없습니다. 지연되는 

정의는 정의가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미네소타에서 지방 검사가 나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부터 그들은 곤경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으며 생각 

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제가 동영상에서 본 것과 다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저는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았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일찍 일일 언론 브리핑에서 "세이 데어 네임" 개혁 

의제 제정 요청을 갱신하여 경찰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권력을 남용할 수 

없으며 사회가 더 이상 정의가 지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이 데어 네임' 개혁 어젠다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민권법 50-a를 개혁하여 사법 집행 공무원의 과거 징계 기록의 투명성을 확보.  

• 사법 집행 공무원의 목 조르기 진압 방식 금지.  

• 인종을 이유로 한 911 허위 신고를 금지하고 이는 범죄로 취급.  



 

 

• 사법 집행 공무원에 의한 비무장 민간인의 사망 관련 문제를 조사할 독립적인 

검찰로 법무장관을 지명.  

  

주지사의 유튜브(YouTube) 연설 동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TV 화질(h.264, 

mp4) 포맷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설의 음성 파일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주지사의 플리커(Flickr)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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