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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샬롯츠빌 폭력의 여파로 증오 범죄에 대처하는 더 강력한 수단을 

검사들에게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  

 

뉴욕과 미국 전 지역의 유태인 지역사회 센터(Jewish Community Centers)에 대한 폭탄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  

 

 

지난 주말 샬롯츠빌에서 일어난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사건의 여파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검사들이 지역사회 센터에 폭탄 위협을 가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과 이 나라 전 지역의 유대인 지역사회 센터(Jewish Community 

Centers)에 가해진 상당한 횟수의 폭탄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야비한 행위는 지역사회 전체에 공포를 

조장하는 테러의 원인이 됩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증오를 조장하고 있는 

자들을 기소하고 그 심각한 범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더 많은 수단을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주말 샬롯츠빌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은 그 어느 때 보다 

지금 더 참담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유형의 편견과 증오에 단합하여 맞서야 

합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법은 모든 이를 위해 더 정의롭고 보다 평등한 뉴욕을 향한 

전진의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회 센터에 폭탄으로 위협을 가하는 사람은 공공질서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교도소에서 최대 1 년까지 수감될 수 있는 A 

급 경범죄입니다.  

 

이전에는 이 혐의가 고속도로, 교통 시설, 학교, 놀이 장소, 공원, 놀이터, 복도, 로비, 

아파트 및 호텔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설계된 객실 또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발생한 범죄 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 (A.7198A/S.5512)은 해당 목록에 

지역사회 센터를 포함시키기 위해 그 대상을 확대합니다.  



 

Patrick M. Galliv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종 차별주의 또는 

증오를 전파하거나 지역사회에 근거 없는 위협을 가하는 비겁한 자들의 행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합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위협을 단속하는 일은 우리 자녀와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안전감을 조성해 줍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이 이 법안을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서명하는 조치를 취해주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Amy Paul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여 이 주와 이 나라를 

휩쓸고 있는 증오와 독설의 물결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관용, 친절, 

공감의 가치를 통해 강력하게 맞서야 합니다. 이 새로운 법을 통해 뉴욕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시도하는 모든 이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이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하신 것에 

대해 지지의 뜻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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