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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뉴욕주 검찰총장을 사법 집행관이 민간인 사망에 연루된 사건 담당 특수
검사로 임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주지사는 수십여 명의 지역사회 지지자들이 함께 한 행정명령에 서명, 오디오 청취: 여기
클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사법 집행관에 의한 비무장 민간인의 사망과 관련,
뉴욕주 법무장관을 특별 검사로 임명하는 행정명령 147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은
또한 특별 검사가 민간인이 자신의 사망 시점에 무장한 위험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주지사는 오늘 오후 뉴욕시 CUNY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에 모인 뉴욕의 형사 사법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뽑힌 수십여 명의 지역사회를 옹호자들과 선출된 공무원들과 함께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Eric Garner의
의 어머니 Gwen Carr, Ramarley Graham의
의 어머니 Constance Malcolm,
Anthony Baez의
의 어머니 Iris Baez, Mohamed Bah의
의 어머니 Hawa Bah, Anthony
Rosario의
의 어머니와 Hilton Vega의
의 숙모 Margarita Rosario는
는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경찰에 의해 살해된 우리의 가족들과 다른 뉴욕시민들은
시민들을 위해 질서와 정의를 선도하는 자들과 경찰 폭력으로 인해 가족을 잃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죽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지역 지방 검사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등 반복되는 불의에 직면해 왔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수십 년 동안 특별
검사를 필요로 해왔기에, 부당한 죽음을 맞은 뉴욕시민들의 오랜 유산으로부터 유래된
이번 개혁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 가족의 리더십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Cuomo 주지사는 이러한 이해 관계의 충돌을 끝내기 위해 중요한 개혁을
제정하는 평등한 정의를 지지하는 우리의 목소리와 다른 뉴욕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없기에 이것은 결코
단순히 우리 가족에 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사법 제도 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그들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데에 대한 고통과 고충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뉴욕이 이 개혁으로 국가적
리더십을 취하더라도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더 이상 처음부터 부당하게 경찰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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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다른 여러 사회 지도층들은 우리의 가족들과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차별과 불의한 치안을 끝내는 오늘날 이 중요한 단계를 토대로 뉴욕이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NAACP New York State Conference 회장 Hazel N. Dukes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및 소수 민족 등 유색인 지역사회가
경찰의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행정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특별 검사는 비무장 민간인 사망 사건을 검토 및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Andrew Cuomo 주지사께 감사를 표합니다.”
Russell Simmons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사법 집행관에 의한 비무장 민간인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지킨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Cuomo 주지사가 보여준 리더십은 모든
주마다 이러한 사건을 조사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특별 검찰이 있도록 전국에
걸쳐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사법 집행 기관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형사 사법 체계의 폭 넓은 개혁이 절박하며, 이것이 올바른 방향을 향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뉴욕주 의회가 다시 소집되는 즉시 포괄적인 개혁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National Action Network 수석 부사장 겸 법률 고문 Michael Hardy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뉴욕에서 경찰이 연루된 민간인 사망 사건 조사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뉴욕주가
필요로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서명한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어서 타 주도 우리 뉴욕주를 따라 이 사법 제도를 다시 신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orrectional Association of New York의
의 최고 책임자 Ms. Elijah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어려운 사건의 특별 검사로 검찰총장을 임명한 Cuomo 주지사의 약속은
바라건대 이 새로운 시대에 정치적 문제와 별개인 객관적 과정을 보장하는 데 비중을
두는 책임성을 알릴 것입니다.”
Eric Schneiderman 법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지난 12월, 저는 개혁 옹호자
및 다른 여러 공무원들과 함께 경찰의 손에 죽임을 당한 비무장 민간인의 사망 조사와
관련된 위기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오늘, Cuomo 주지사는 우리
부서에 그러한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우리 부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 능력, 전문성, 독립성을 가지고 이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David Paterson 전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경찰과 언쟁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공정한 정의가 이뤄지고 이러한 사건이 필요한 관심을 받고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논란의 문제를 무릅쓰고 이에 서명하기 위해 헌신한 Cuomo 주지사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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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를 보냅니다.”
Carl E. Heastie 하원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당연히 독립된 검토를 받아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편안한 안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Cuomo 주지사와 함께, 당국은 경찰에 의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힘이 행사될 경우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 검사의 임명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법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러한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Hakeem Jeffries하원의원은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선을 넘어 무력을 보인다면
형사 사법 제도는 경찰관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데 자주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립 검사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헌신한 Cuomo 주지사의 비전과 단호한 지도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Keith L.T. Wright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폭 넓은 지역사회 항의와 불의에
대한 수많은 사건의 여파로 경찰의 위법 행위 사건 담당 특별 검사로 법무장관을 임명한
것은 뉴욕에 가장 적합한 단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의회에서 이러한 노력을 옹호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증스러운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보장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뉴욕시민들은 Cuomo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기 위해 서 있으며 이 대배심 개혁을 포함한 영구적
해결안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를 기대합니다.”
Adriano Espaillat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전국
지역사회는 우리 형사 사법 제도의 신뢰를 깨뜨린 민간인 사망에 경찰이 연루된 사건에
의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무장관을 경찰이 연루된 민간인 사망 사건 담당 특별
검사로 임명한 Cuomo 지사의 약속에 박수를 보내며, 영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지사와 함께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중간에서Eric Schneiderman 법무장관이
공정성을 지키는 특별 검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Gustavo Rivera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의미 있는 형사
사법 개혁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공화당이 주도한 상원의 실패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인 단계입니다. 사법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입법에서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법에 따라 모든 뉴욕시민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어긋난 제도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개혁하는 중요한 단계를 이끌어낸 Cuomo 주지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Ruth Hassell-Thompson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Ramarley Graham부터
Michael Brown까지 우리 주는 사법 집행관의 손에 당한 너무 많은 죽음들을 보았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독립성과 공정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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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는 성명을 내걸고 있습니다. 한 명의 죽음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뉴욕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용기 있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Michael Blake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주의 윤리적 원호가
확실히 정의를 향해 형성되는 시점입니다. Cuomo 주지사가 Schneiderman 법무장관을
특별 검사로 임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흑인, 푸에르토리코,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 입법 간부회의 형사 사법위원회 공동 의장으로서 우리는 이
가족들의 편에 서서 'Before, During & After' 형사 사법 패키지의 일부로 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BlackLivesMatter'라는 슬로건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우리 중 대다수가 너무 많은 타인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희생자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가족들이 정의에 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명확한 단계를 고려함으로써 그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위대하고 고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불공정성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목소리와 삶에 대한 기회가 있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Nick Perry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더 나은 사법 제도에 대한 투쟁을 위해
열심을 낸 가족과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발표된 행정명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들을 돕고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이는 특별 검사의 임명에
대하여 Cuomo 주지사와 함께 서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법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투쟁하는 다음 단계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으며, 이렇게
매우 중요한 문제에 신속한 조치를 취한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Kevin Parker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사법 집행관의 손에 사망한 시민에
대한 최근 사건은 전국에 걸쳐 사람들 마음에 실망스러운 감정을 남겼습니다. 오늘,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는 뉴욕주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린 이러한 사건에 대한 투명성을 가져오는 중요한 단계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사법 집행 기관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한 주지사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도시 및
국가로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Bill Perkins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비무장 민간인이 사법 집행관과의
대치로 인해 사망했을 때 이로 인한 조사는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정의와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Cuomo 주지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건을 감독하기 위해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주지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뉴욕시 공익 옹호자 Letitia James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경찰에 의한 민간인
사망에 대한 범죄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Cuomo 주지사의 결정은 형사 사법 개혁을
향한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지방 검사는 본질적으로 매일 경찰의 협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해 관계의 상충을 예방하고 경찰 폭력 사건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Eric Garner 사건에 대한 Pantaleo 경사의 기소 취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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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유형의 특별 검사를 처음 임명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정명령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147호
행정명령(E X E C U T I V E O R D E R)
사법 집행관에 의한 민간인 사망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 및 기소하는 특별 검사의 임명
- 뉴욕주 헌법은 주지사가 뉴욕의 법률이 충실하게 실행되는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본인은 헌법 1조 13항에 의거, 헌법을 지지하고 주지사 행정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엄숙히 맹세한다.
- 최근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비무장 민간인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
- 그러한 사건이 충돌 또는 편견이나 갈등 또는 편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없이 지역적
수준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 그러한 사건에 대한 완전한 추론적, 독립적 조사 및 기소는 충돌 또는 편견이나 갈등
또는 편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없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상기 내용을 고려했을 때 본인의 헌법 의무가 관심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 갈등의
문제가 있는 사건에서 그러한 것들을 제공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으며, 뉴욕주
형사 사법 제도에서의 완전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사건을 담당할 특별 검사를
임명한다. 특별 검사의 임명에 대한 그러한 약속은 어떤 경우든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리,
해석, 기소 또는 조회하는 카운티 지방 검사의 권한과 관할 구역을 우선한다.
따라서,
따라서 이제 ANDREW M. CUOMO 주지사,
주지사 본인은
본인 뉴욕주 주지사로서 헌법과 뉴욕주
법률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인 집행법 63절 2항에 의거 법무장관(이하 “특별
검사”)에게 조사에 착수할 것을 명하며, 보증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1.20절 34항에
의거,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 집행관에 의한 비무장 민간인의 죽음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기소할 수 있다. 특별 검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민간인이 자신의 사망 시점에
무장한 상태였고 위험을 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경우를 조사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도 있다.
또한,
또한 여기에 포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특별 검사는 이 명령의 목적을 위해 집행법
63절 2항과 8항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조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검찰 권한을
행사하고, 보증될 경우에는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 특별 검사의 관할은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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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지방 검사의 관할을 대체 및 우선하며 집행법 63절 2항에 명시된 것처럼 해당
카운티 지방 검사는 특별 검사에 의해 부여 받은 권한과 의무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또한 여기서 언급된 문제에 관하여 특별 검사는 (i) 증거의 분석 및 수집, (ii) 증인 인터뷰
실시, (iii) 조사 보고서 연구 보고서, 비디오 녹화물 검토 등 완전하고 독립적이고
추론적인 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또한 여기서 거론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특별 검사는 (i) 본 명령에 의거 해당 카운티의
재판 또는 해당 관할에 속한 장소 또는 카운티에서 열리는 대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고,
(ii) 일체의 절차, 검사 및 문의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급된 법원의 모든 재판에
대하여 마련된 모든 대배심원들 앞에 직접 출석해야 하고, (iii) 본 명령에서 기술한 것처럼
있을 수 있는 모든 범죄 행위와 절차와 관련하여 대배심원들 및 다른 대배심원들 앞에서
받은 모든 범죄 행위 및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또한 여기서 언급된 문제에 대하여 특별 검사는 (i) 특별 검사는 본 명령에서 기술한 대로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 집행관에 의한 민간인의 죽음에 대하여 대배심에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ii) 대배심이 어떤 기소에 대해서든 고발장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이 지명한 대리인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결과에 대한 설명과 조사에서 제기된 제도
개혁에 대한 권고사항이 포함된다.
본 행정명령은 주지사가 수정, 유예 또는 해지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천일십오년 칠월 팔일 알바니시에서 자필로 작성하고 주지사 인장으로 날인함.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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