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6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세이 데어 네임' 개혁 어젠다 패키지에 서명  

  

개혁안은 50-a 폐지, 목 조르기 금지, 인종적 이유로 911 신고 금지, 경찰에 의한 살인 

사건 발생 시 법무장관을 독립적인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임명하는 내용 등 포함  

  

George Floyd 사망 이후, 주지사는 불평등을 줄이고 주정부의 형사 사법 제도를 

재구상하기 위해 '세이 데어 네임' 개혁 어젠다 제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George Floyd 사망 사건을 비롯해, 전국의 소수자 

지역사회에 대한 경찰의 잔혹한 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어젠다인 '세이 데어 

네임(Say Their Name)'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경찰 개혁은 경찰권 행사 

과정의 불평등을 줄이고 주정부의 형사 사법 제도를 재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권법 50-a를 폐지하여 사법 집행 공무원의 과거 징계 기록의 투명성을 

확보.  

• 사법 집행 공무원의 목 조르기 진압 방식 금지.  

• 인종을 이유로 911 거짓 신고 금지.  

• 사법 집행 공무원에 의한 사망 관련 문제를 조사할 독립적인 검찰로 

법무장관을 지명.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eorge Floyd의 사망 사건은 수세기가 

아니더라도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계적인 불의와 차별의 

정점입니다. 이들은 주정부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문제이며, 국가를 선도하는 개혁은 

법 집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경찰 및 형사 사법 제도가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 해결에 

협력하여 빠르게 움직여주신 Stewart-Cousins 상원 여당 대표 및 Heastie 의장, 법안 

지지자분들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뉴욕주는 진보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결코 

앉아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 일입니다."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여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eorge Floyd의 

끔찍한 죽음은 Breonna Taylor, Ahmaud Arbery, Sean Reed, Tony McDade 등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과 함께 슬픔과 분노가 정당하게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흑인인 뉴욕 주민들은이 주정부의 모든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리와 삶이 

우리의 사법 제도 안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서명한 

법안은 악독한 행위자들의 행위를 막고 잔인함, 인종 차별, 부당한 살인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eorge Floyd, Breonna Taylor, Eric 

Garner, Ramarley Graham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우리를 큰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이번 주, 하원 여당의 제 동료들과 저는 법 집행 제도에 대한 

역사적인 개혁안을 발의함으로써 뉴욕 주민들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수 년 동안 

의원들은 이러한 개혁안을 지지해왔으며, 저는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는 헌신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절대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신 희생자의 가족 및 열정적인 지지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은 용감하게 슬픔을 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힘으로 바꾸어냈으며, 여기 뉴욕에서 

의미 있는 개혁을 전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50-a 폐지(S.8496/A.10611)  

뉴욕주 민권법(New York State Civil Rights Law) 50-a항은 주정부 또는 하부 정치 

기관이 고용한 경찰관, 교정직 공무원, 소방관, 구급 요원의 인사 기록에 대하여 특수한 

개인 정보 보호권을 구상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계 절차 자체의 기록과 그 소송의 

권고 또는 결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 일반 대중은 거의 전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신고 기록 및 사법 부당 행위에 대한 기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50-a항 폐지에 따라, 법 집행 징계 기록이 공개되고 투명성이 높아지며 법 집행 공무원 

및 기관이 부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일반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원 법률 위원회(Senate Codes Committee) 위원장인 Jamaal Baile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경찰청 내의 투명성 및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대중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여러 법안을 도입 및 통과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50-A는 공공 조사에서 경찰 징계 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의 폐지는 법 집행 기관과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와 함께, 우리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중요한 요구를 균형있게 담보하는 가운데, 법 집행 담당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에 관한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법 

집행 공무원으로 인해 비무장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장관을 특별 

검찰로 임명하는 Cuomo 주지사의 행정 명령(Executive Order)를 성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러한 사건을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영구 기관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의미있는 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주정부의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적절한 조사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범죄에 합당한 형사 기소를 진행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피해자의 가족이 정의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확고한 

끈기와 투명성, 책임, 정의를 끊임 없이 추구하여 오랫동안 필요했던 법안이 현실에 

구현되도록 도와주신 모든 가족의 노력을 강조하고, 이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해주신 Stewart-Cousins 여당 대표, Heastie 

의장, 저의 동료 의원을 비롯해,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Daniel J. O'Donnel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주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뉴욕은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정의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민권법 50-a항 폐지 및 새로운 경찰 개혁 시행에 따라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경찰봉을 휘두르지 않고, 총을 

발사하지 않으며,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 폭력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고, 이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 법안을 지지했으며, 국가 시스템 깊은 곳에서 나라를 

좀먹고 있는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안 지지자, Heastie 의장, Jamaal Bailey 상원 발의자, 그리고 최근 시급한 

조치를 소리 높여 외친 뉴욕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에서 통과된 50-a항 폐지 및 

경찰 개혁는 미래를 위한 기념비적 조치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목 조르기 진압 금지(S.6670-B/A.6144)  

1993년, 뉴욕시 경찰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은 경찰관의 목 조르기 진압 

방식을 완전 금지했지만, 체포를 거부하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한 방식으로 목 조르기를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막지 못했고 결국 너무 많은 인명이 목 조르기 진압 방식으로 인해 

희생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에 따라 경찰관이나 보안관이 목 조르기 또는 이와 

유사한 진압 방식을 사용하여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Brian Benjam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대 15년 복역으로 경찰이나 

보안관의 목 조르기 진압 방식 사용을 처벌하는 것은 뉴욕주에 필요한 경찰의 책임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할 때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한 경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첫 번째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경찰관들은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 

고용했으며, 더욱 높은 기준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Eric Garner 목 조르기 

반대법(Eric Garner Anti-Chokehold Act)'을 통과해주신 상원 및 하원을 비롯해 이 

법안에 서명해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흑인의 생명을 구하고 유색 커뮤니티와 법 집행 



 

 

기관의 긴장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시작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Walter T. Mosle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eorge Floyd와 Eric 

Garner는 경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면서 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흑인인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중 일부는 경찰관의 부정 

행위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그 방향으로 향해 

변화하기 위한 많은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법안에 법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회를 더 공정하고 더 평등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행정부와의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종을 이유로 한 911 신고 금지(S.8492/A.1531)  

최근 몇 년 동안 특별한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소한 이유로 911에 경솔한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범죄나 위협이 임박했다고 생각할 이유없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집단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비상이 아닌 사건을 911에 신고하는 것을 시민권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Kevin Park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다른 고난을 겪도록 911 비상 시스템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으로 넘쳐납니다. 이 법안은 절대 이러한 유형의 경찰 신고의 원인인 

체계적인 부당과 편견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비열한 

행동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중요한 

경찰 개혁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Diana Richards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주지사 Cuomo가 

인종, 색상, 출신 국가, 조상, 성별, 종교, 종교적 행위, 연력, 장애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911에 신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911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법안은 제게 큰 의미가 있으며, 오랫동안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 관련 사망 사건을 조사할 독립 검찰로 법무장관 임명(S.2574-C/A.1601)  

이 새로운 법안은 법무장관실(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직속으로 

특별수사국(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을 신설하여 법 집행 공무원과의 대치로 인해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하게 기소합니다. 이 법은 또한 

특별수사국에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결정에 대한 이유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조사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개선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경찰이 연루된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2015년부터 독립적인 검사로 법무총장을 임명하는 주지사 행정 명령 

147호를 근거로 합니다.  

  

Nick Perr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41발을 발포하여 Amadou Diallo가 

사망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Eric Garner가 무자비하게 목이 졸려 사망한지 약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에서야 George Floyd의 사망을 기록한 동영상이 우리로 하여금 침묵의 

벽을 깨고 사법 개혁을 요구하고 우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연루된 사망 사건에 대한 

기소 절차를 변화시키도록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법이 나쁜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를 기소하는 과정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것이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과 저는 주지사가 이 법에 서명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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