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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원안: CUOMO 주지사, 미국 최초로 혐오가 동기인 집단 폭력을 포함하는 국내 

테러법 추진  

  

뉴욕주의 "혐오 범죄 국내 테러법(Hate Crimes Domestic Terrorism Act)"는 대량 

살상을 일으킬 목적으로 일으킨 혐오 살인을 국내 테러 행위로 규정하여 기타 테러 

행위에 상응하도록 처벌  

  

Cuomo 주지사는 또한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는 무기(군용 화기, 고용량 탄창)에 대한 

금지 및 보편적인 신원조사 실시를 포함하는 연방 국내 테러법(Federal Domestic 

Terrorism Law)의 제정을 의회에 촉구  

  

Cuomo 주지사: "다른 미국인을 대상으로 혐오로 인한 대량 살상 범죄를 저지르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국내 테러입니다. 

외국의 사상에 의해 극단화된 것이 아니라, 다른 미국인에 대한 혐오로 극단화된 미국 

시민도 테러리스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민들이 외국인이 아닌 미국인에 의한 테러 

공격을 받을 확률이 세 배나 높습니다. 이것은 역겹고 부도덕하며 미국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범죄에 맞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반드시 이에 

맞서야 합니다."  

  

  

오늘 오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혐오로 인한 집단 폭력을 포함하는 미국 최초의 

국내 테러법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실제 또는 인지 인종, 피부색, 출신국, 

가계,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 종교, 종교 행위, 연령, 장애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대량 살상하는 경우 최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효과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테러 범죄로서, 기타 테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연방 정부에 새로운 연방 국내 테러법을 

제정하여 최종적으로 자생적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행위를 테러로 정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연방 정부에 군용 화기와 대용량 탄창 등 이러한 대량 살상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무기를 금지하고 보편적인 신원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지사의 연설 원안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이 8월 휴가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 지금은 평범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미국의 악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엘 파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희생된 22명의 피해자는 혐오라는 재앙으로 

피해를 입은 무고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절망을 느끼고 간절히 설명을 찾아 

헤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하고 법을 통과시켜야만 할 때, 정치인들이 "조의를 표한다(thoughts 

and prayers)"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거의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양극화되고 분열된 

시기이자 총과 혐오라는 치명적인 결합으로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입은 사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슬프게도 혐오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인의 유전자에는 다양성이 있으며, 차이는 공포와 혐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케이케이케이단(Ku Klux Klan)이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1921년 털사 

인종 시위(Tulsa Race Riot)에서 수백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사망했습니다. 1918년 

텍사스의 기마 경관이 멕시코인 15명을 즉결 처형한 텍사스 대학살(Texas Massacre)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추악한 과거의 일부일 뿐, 오늘의 현실은 아니며, 우리의 

내일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Abraham Lincoln이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헌신된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whether a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라고 물었을 때, 그는 모든 세대의 미국인들이 반드시 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게티즈버그에서, 에드먼드 페터스 다리(Edmund Pettus Bridge), 

그리고 9·11 테러(9/11)에서 이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혐오의 불꽃이 모여 격렬한 불길이 되고, 이것이 Lincoln이 구상했던 

미국이라는 집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합니다.  



 

 

역설적으로 혐오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찰스턴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를, 피츠버그에서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뉴욕에서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엘 

파소에서 라틴계에 대한 혐오를 올랜도에서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에 대한 혐오를 

목격했습니다.  

  

혐오는 다른 종교, 성향, 인종, 가계 등 "다른(others)"을 겨냥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미국이며, 우리는 모두 "다른(others)"에 속합니다. 우리는 "다른(others)"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혐오뿐만이 아닙니다. 혐오로 인해 사람들은 돌이나 골프채를 

집어 들고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혐오와 총기라는 치명적인 결합에 

직면했습니다.  

대통령은 엘 파소 사건이 발생하자 정신질환자가 총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분명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총이 없다면, 발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당파적이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하며, 이것을 대중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의 책임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의 정부는 미국 시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제가 3주 전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저는 야드 바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늘날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만드는 것은 단지 국가의 행위뿐이 

아니다. 또한 국가가 용납하는 것이 그 국가를 만든다(A country is not just what it does - 

it is also what it tolerates)."  

  

우리는 반드시 혐오 폭력이라는 이 광기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만약 연방 정부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혹은 행동할 수 없다면, 뉴욕이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인정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주는 우리 내부에 적이 있다는 추악한 진실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앓고 있는 

암입니다. 체내의 세포 하나가 몸의 다른 세포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의 숨겨진 구석에, 대지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퍼져나가 심장을 

감염시켜 질병과 혐오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이처럼 새로운 폭력사태는 혐오로 점철된, 미국인에 대한 미국인의 테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테러를 외국인이 저지르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그렇습니다. 현재 테러에는 두 개의 전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혐오를 먹고 자랍니다. 외국의 혐오와 바로 이곳의 혐오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반유대주의자, 성소수자 혐오 세력, 백인 국수주의자입니다.  

  

혐오로 인해 미국인을 대상으로 대량 살상 범죄를 저지르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국내 테러입니다.  

  

외국의 사상이 아니라, 다른 미국인에 대한 혐오로 극단적인 의견을 갖게 된 미국 시민도 

테러리스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민들이 외국인이 아닌 미국인에 의한 테러 공격을 받을 확률이 세 배나 

높습니다.  

  

이것은 역겹고 부도덕하며 미국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범죄에 맞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반드시 이에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뉴욕주가 국가적인 선례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혐오 범죄 국내 테러법(Hate Crimes Domestic Terrorism Act)은 인종, 종교, 

혈통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대량 살상을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형량은 

기타 테러 범죄에 상응하는 수준인 최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Up to Life without 

Parole)입니다.  

혐오 범죄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혐오로 인한 대량 살상 범죄는 테러이며, 반드시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혐오라는 암을 치료하는 가운데, 우리는 또한 반드시 혐오의 매개인 총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총은 마치 주사기처럼 미국이라는 몸에 암세포를 주입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총을 얻게 되면, 총은 특히 더욱 위험합니다.  

  

연방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무능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치적으로 마비된 

상태입니다.  

  

연방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과거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1934년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폭력단체 근절을 위해 기관총과 소더프 엽총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68년 Robert Kennedy과 Martin Luther King 암살 사건이 일어나자, 연방정부는 우편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94년 Clinton 행정부는 공격용 화기에 대한 10년 금지법을 제정하고 첫 번째 신원조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곳 뉴욕에서 우리는 6년 전 샌디 훅 사태에서 선혈이 낭자한 폭력적인 미래를 보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탄약 및 총기 제한 보장법 (Secure Ammunition and Firearms 

Enforcement Act, SAFE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이프 법은 공격용 화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보편적인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지금이라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6년 전이며, 그후 2,458 명의 미국인이 사망하고, 9,137 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옳은 일입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미국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의 세일즈 문구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계속 악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6년 동안 합법적으로 소유할 자격이 있으나 총기 구매를 승인받지 못했다고 불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엘 파소가 분기점, 혹은 변화의 순간이었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리더십 없이는 변화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탄약 및 총기 제한 보장법 (SAFE Act)은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뉴욕주의 의회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후, 총기 

로비와 공공 안전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어려운 선거였지만, 의회는 

양당주의를 기반으로 해냈습니다.  

워싱턴의 민주당원들은 반드시 나라에 변화를 가져올 리더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정치적인 겁쟁이이며 

총기 업계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적인 분배 혹은 초기 입법 단계를 거칠 때가 아닙니다. 상원과 하원의 의원 및 

민주당의 모든 대선 후보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는 접어두고 총기 로비에 맞서 일어나, 

대학살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하고 단일한 포괄적 총기 법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여, 대통령 리더십의 실패 및 정치적 영합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대신 미국인들이 진정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들이 옳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내 친구들이여, 우리는 뉴욕주가 최선을 다해 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진정한 의미를 미국인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을 통해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선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선도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좋은 총기 법을 

통과시키고, 이제는 미국 최초로 우리의 새로운 미국인 테러리스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테러법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즉 전 세계의 나라에서 온 1,900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선도합니다. 다른 언어와 인종, 종교, 문화, 성적 지향이 모두 각각의 지역사회와 

개인을 만들며, 이들은 우리 중 한 명이 공격받으면 모두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함께 서 있습니다.  

  

이번 주 브루클린에서 정통 유대인 남성이 공격받았을 때, 우리 모두가 공격받았습니다.  

  

스와스티카가 얼스터 카운티의 벽에 나타났을 때, 우리 모두가 공격받았습니다.  

  

할렘의 성소수자 술집이 공격받았을 때, 우리 모두가 공격받았습니다.  

  

힌두교 성직자가 지난달 플로랄 공원(Floral Park)에서 구타당했을 때, 우리 모두가 

공격받았습니다.  

  

퀸즈에서 이맘이 살해당했을 때, 우리 모두가 공격받았습니다.  

  

엘 파소에서 총기가 발사되었을 때, 우리 모두를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나라를 이끌고 싶다면 이 나라를 세운 세 개의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에 

플루리부스 우눔(E Pluribus Unum),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  

  

대통령님, 분열 조장을 멈추고 단결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미국인의 생명을 

살리십시오.  

  

뉴욕이 앞장 설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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