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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주민들의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 프로그램을 금지하기로 한 국토 

안보부의 결정에 따라 연방 정부를 고소하려는 계획을 발표  

  

Trump 행정부의 정치적인 이유를 동기로 시행한 이 금지, 연방 이민 기관이 차량국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뉴욕의 녹색빛 법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들의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 

프로그램(Trusted Traveler Program)을 금지하기로 한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결정에 따라 연방 정부를 고소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6월 17일, Cuomo 주지사는 서류가 없는 이민자들이 뉴욕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녹색빛 법(Green Light Law)에 서명했으며, 연방 이민 기관이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 DMV)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Trump 행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를 동기로 시행한 이러한 금지는 뉴욕의 녹색빛 법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입니다. 13개의 다른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 녹색빛 법이 있지만, 

행정부의 보복의 대상이 된 주로는 뉴욕주가 유일합니다.  

  

뉴욕 법무 장관 Letitia James가 제기할 이번 소송은 연방 국토 안보부가 뉴욕 주민에게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방식으로 모든 

뉴욕 주민의 특권과 권리를 거부하는 등 뉴욕의 주권 면책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Letitia James는 또한 뉴욕의 녹색빛 법에 대한 도전에 대응해 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대통령과 그의 워싱턴 참모들은 자신들의 

위험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어젠다에 부딪치는 정책에 대해 보복하는 등 뉴욕과 다른 

주를 처벌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도를 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 프로그램에서 

뉴욕 주민들을 금지하기로 한 국토 안보부의 결정은 행정부의 법치 및 초당파 정치 무시 

및 강탈의 사용 등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정치적인 동기를 이유로 시행한 이 

금지 조치에는 합리적인 기반이 없으며, 우리는 연방 정부가 정치적 점수를 얻기 위해 

뉴욕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James 법무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의 외국인 혐오 정책에 대해 맞서는 뉴욕을 

처벌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해 뉴욕 



 

 

주민을 표적으로 불공평한 조치를 내린 Trump 행정부를 고소할 계획입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여행자, 노동자, 상업 및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의 주장에 맞서 그의 근시안적인 지지자들에 대항할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이 권위주의적인 자들의 표적이 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Global Entry, SENTRI, NEXUS, FAST를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 프로그램은 

공항과 국제 국경에서 신속 경로를 사용하여 사전 승인된 여행자의 입국을 용이하게 

합니다. 국토 안보부의 금지 조치에 따라 뉴욕주 거주자는 더 이상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 프로그램(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Trusted 

Traveler Programs)에 가입하거나 회원 자격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신원과 시민권을 확인하는 국토 안보부에서 운영하며, 차량국 데이터와 

정보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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