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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의 폭력에 관한 동영상과 보고서를
수사할 것을 미국 연방 수사국(FBI)에 촉구

미국 연방 수사국(FBI) 및 뉴욕시 경찰청(NYPD) 수사에 협조할 것을 뉴욕주 경찰 증오
범죄 담당국(State Police Hate Crimes Unit)에 지시
편견 및 차별에 관한 수사 또는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1-888-392-3644 번으로
신고하십시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의 그룹 멤버들이 행한 폭력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동영상과 보고서를 주말 동안에 검토한 후,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
그룹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것을 미국 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에 촉구했습니다. 남부 빈곤 법률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는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를 증오 그룹으로 지정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이러한 사건들과 뉴욕주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그룹의 추가적인 폭력 또는 차별
행위에 대한 미국 연방 수사국(FBI) 및 뉴욕시 경찰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의 철저한 수사에 협조할 것을 뉴욕주 경찰 증오 범죄 담당국(State Police Hate
Crimes Unit)에 지시했습니다. 편견 및 차별에 관한 수사 또는 사건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 뉴욕 주민께서는 1-888-392-3644 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점은 인종차별과 분열의 불꽃을 부채질하여
증오와 폭력의 불길을 불러일으켜서 다름을 악마화하는 데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종차별, 분열, 차별 등을 조장하는 이러한 비도덕적인 용납할 수 없는
행위는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 클럽은 왜 폭력 선동의 역사를 가진 증오 그룹인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를 초청했습니까? 이번에 이 그룹이 정치적인 대화에 임하면서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믿습니까?”
뉴욕주 경찰 증오 범죄 담당국(State Police Hate Crimes Unit)은 뉴욕주 정보 센터(New
York State Intelligence Center)의 정보 및 자원을 뉴욕시 경찰청(NYPD) 및 미국 연방
수사국(FBI)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정보 센터는 뉴욕주 기술 융합 센터로, 증오

범죄 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뉴욕주 범죄 정보를 모두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립경찰은 해당 범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제공하므로, 해당 지역의 사법집행기관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범죄 정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하신 뉴욕 주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무료 직통전화
(888) 392-3644 번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1336 번에
“HATE”라는 문자를 보내서 신고하실 수 도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911에 항상 신고해야 합니다. 주에서는
증오 범죄에 대한 체포와 판결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자에게 5,000달러의 상금을
드립니다.
2017년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편견이 동기로 작용한 위협, 괴롭힘 및 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증오범죄대책팀(Hate Crimes Task Force)을
창설하였습니다. 뉴욕주립경찰이 운영하는 해당 대책팀에는 증오 범죄 및 편견과 관련된
유행 범죄, 지역사회 취약성, 차별 관행 등을 파악하고 수사하기 위해 카운티 리더, 지방
검사, 교육청 리더, 지역 경찰 부서,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뉴욕주 법률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혈통, 성별, 종교, 종교적 관습, 연령,
장애 또는 성적 성향에 관한 인식이나 믿음 때문에 희생자를 대상으로 해서 명시된
일련의 범죄행위 중 하나를 범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해당 유형의 인식이나 믿음의
결과로서 범해지는 경우, 해당 범죄자는 증오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증오
범죄는 개인, 개인들의 집단, 또는 공공 재산이나 민간 재산을 상대로 범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 법률에 따라, 인종, 출신 국가, 종교, 민족, 그리고 그 밖의 보호받는
많은 분류 사유에 기초해서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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