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민권 및 형사 사법계의 리더들, CUOMO 주지사의 2018년 형사 사법 제도 개혁 

어젠다(2018 CRIMINAL JUSTICE AGENDA)를 지지  

  

뉴욕주의 낡고 오래된 사법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정의와 변화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미국을 선도하는 개혁안  

  

수감 생활에서 자신의 지역사회로 돌아가도록 복귀 절차를 개선하게 될 새로운 조치  

  

Cuomo 주지사와 주지사의 행정부가 포괄적인 형사 사법 제도 개혁안(comprehensive 

criminal justice reform)의 통과를 촉구했던 주말의 전당대회(Caucus Weekend) 행사 

중에 나온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의 민권 및 형사 사법계의 리더들이 

평등한 정의의 실현을 보장하고 뉴욕주의 낡은 제도를 개혁하려는 주지사의 2018년 

형사 사법 제도 개혁 어젠다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l Sharpton 목사, Hazel 

Dukes 민권 운동가, 반 유대주의 대항 동맹(Anti-Defamation League), 기타 주요 민권 및 

형사 사법 제도 지지 단체들은 오늘 주지사의 포괄적인 어젠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선도하는 개혁 조치로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성, 

기회, 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벽을 제거하고 신념에 대한 

입장을 재차 확인하여 우리 형사 사법 제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와 

주지사의 행정부가 포괄적인 형사 사법 제도 개혁안의 통과를 촉구했던 주말의 

전당대회 행사 중에 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미국이 누릴 수 있는 진보와 평등한 

기회의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형사 사법 제도를 

보장하여 반드시 진보의 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진실은 우리의 정의의 

여신(Lady Justice)이 여전히 인종을 차별하고 있으며 그녀의 저울이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대의 힘으로 너무나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https://www.ny.gov/programs/restoring-fairness-new-yorks-criminal-justice-system


 

 

경제적, 인종적인 불평등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을 위해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행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범죄 및 비폭력 중죄 혐의자를 위한 보석금 제도(monetary bail) 폐지,  

• 시기 적절한 정보 공개(disclosure of information)를 포함하는 증거 개시 

절차(discovery process) 확대,  

• 법원 소송 절차(court proceedings)에서 불필요한 지연 및 연기 단축,  

• 체포되지 않은 경우 모든 자산 압류(asset seizure)를 금지하고 지방 정부 

법 집행 기관과 지방 검사의 보고 요건 강화,  

• 수감 생활 후, 자신의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개인의 지역사회 복귀 절차 

개선.  

이 서한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에는 우리 사회를 더욱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애써 온 자랑스러운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발전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얻는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뉴욕 주민의 권리를 위해 단결하고 투쟁하여 우리 사회 구성 요소에 필수적인 

평등과 공정성의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형사 사법 제도의 저울이 인종에 따라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부당한 사법 제도에 연루되거나 

그것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Cuomo 주지사는 형사 사법 제도를 보다 현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핵심은 오래된 보석금 법(bail law)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입니다. 이 법은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수감되지 않도록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너무나 많은 뉴욕 주민이 보석금을 내기에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오늘날 

범죄로 너무 쉽게 수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경범죄 또는 비폭력 중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위해 현금으로 보석금을 내는 

제도(cash bail)를 최종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은 법정에 

다시 출두할 것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한적이고 비금전적인 조건에 따라 

풀려날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공판 전에 소수의 피고인이 제기할 수 있는 입증된 

실질적인 위협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형사 사법 

제도를 거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판 전의 구금이 원칙이 아니라 반드시 예외이어야 

하기 때문에 공판 전에는 풀려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증거 개시 절차와 신속한 재판법(speedy trial law) 또한 오래되고 낡아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 피고는 공판까지 중요한 증거 개시 절차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속한 재판법(speedy trial law)은 재판에 임하는 양측의 재판 준비 

여부를 평가할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주지사는 이 법들에 대한 개혁을 

제안했으며 이러한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드는 최종 제안을 작성하기 위해 

주의회와 협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지사의 사법 제도 개혁안은 사회에 진 빚을 갚으며 수감 생활을 한 많은 

뉴욕 주민이 여전히 자신의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 힘든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행정상으로 그러한 장벽을 줄이는 데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분야에서는 새로운 법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1) 직업 면허에 관련하여 시대에 뒤처진 금지 법령들을 폐지하고, (2) 재활 

의지를 보여준 수감자들을 위해 출감 기회를 안전하게 확대하며, (3) 나이가 들어 

노쇠해진 수감자를 위해 고령자 가석방(geriatric parole) 제도를 만들고, (4) 가석방 감독 

비용(parole supervision fee) 폐지를 포함하여 수감자 사회 복귀의 신속한 성공을 위해 

출감 후에 지게 될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체포에서 구금, 공판, 출감, 사회 재복귀에 이르기까지 형사 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 형사 사법 제도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공동 서명한 우리는 이 형사 사법 제도 개혁안에 대한 현명하고 배려심 

깊은 접근 방식을 전심으로 지지하며, 주의회가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Al Sharpton 목사, 대표 겸 창립자, 국민 행동 네트워크(National Action Network)  

Marc Morial, 전미 도시 연맹(National Urban League)  

Hazel Dukes, 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 뉴욕주 콘퍼런스(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State Conference)  

반 유대주의 대항 동맹(Anti-Defamation League)  

Michael Garner, 100 명의 흑인 남성(100 Black Men) 단체  

Iesha Sekou, 스트리트 코너 리소스(Street Corner Resources) 단체  

Erica Ford, 라이프 캠프 주식회사(Life Camp Inc.)  

Susan Taylor,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 전미 케어스 멘토 운동(National CARES Mentor 

Movement), 명예 편집장, 에센스 매거진(Essence Magazine)  

뉴욕시 선교 협회(NYC Mission Society)  

Paula Edgar, 메트로폴리탄 흑인 변호사협회(Metropolitan Black Bar Association)  

Lloyd Williams, 소장, 그레이터 할렘, 상공 회의소(The Greater Harlem, Chamber of 

Commerce)  

David C. Banks, 대표 겸 최고 경영자, 이글 아카데미(Eagle Academy)  

Carla Brown, 블랙 에이전시 이그제큐티브(Black Agency Executives) 단체  

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 올버니 지부(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 Albany)  



 

 

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 제니바 지부(NAACP Geneva)  

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 버펄로 지부(NAACP Buffalo)  

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 시러큐스 지부(NAACP Syracuse)  

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 화이트 플레인스 지부(NAACP White Plains)  

Phil Craig, 국민 행동 네트워크 퀸즈 지부(National Action Network Queens Chapter)  

웨스트체스터 흑인 여성 정치 코커스 주식회사(Westchester Black Women's Political 

Caucus Inc.)  

George McDonald, 도우 펀드(The Doe Fund)  

Max Kenner, 바드 교도소 프로그램(Bard Prison Initiative)  

Raul Russi, 아카시아 네트워크(Acacia Network)  

Eugenio Russi, 히스패닉스 유나이티드 어브 버펄로(Hispanics United of Buffalo)  

Joanne Page, 포춘 소사이어티(The Fortune Society)  

Anthony Thompson, 임상법(Clinical Law) 교수, 뉴욕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Sam Schaeffer, 고용 기회 센터(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Timothy Donaher, 먼로 카운티 국선 변호인  

Julio Medina, 엑소더스 전통 지역사회(Exodus Transitional Commu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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