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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킹스 카운티의 SAHEED VASSELL 사망 사건에 대한 확인 명령에 서명 

 

 

오늘 앤드류 M. 쿠오모 주지사가 행정 명령 147.17호 발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킹스 카운티에서 2018년 4월 4일에 발생한 Saheed Vassell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주장되는 법 집행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 또는 미조치에 대한 뉴욕주 

법무장관의 조사, 그리고 조사 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기소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주지사가 2015년에 서명한 행정명령 147호(Executive Order No. 

147)를 개정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 제도는 사람들의 신뢰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돕고, 법에 따른 평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3년 전에 특별 검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Saheed 

Vassell씨의 사망 사건 수사를 Schneiderman 법무장관 특별 검사에게 회부합니다.” 

 

주지사는 2015년 7월 8일에 행정 명령 147호에 서명했으며, 여기에서는 뉴욕 주 

법무장관을 법 집행 공무원과 상대하면서 발생하는 비무장 민간인의 사망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특별 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민간인이 그 사망 시점에 무장한 위험 

인물이었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 검사에게 

부여합니다. 이는 이런 종류로는 미국에서 최초의 유일한 행정명령입니다. 행정명령 

147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 명령 147.17호는 여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추가 명령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147.17호  

 

Eric T. Schneiderman 법무장관의 요청을 고려해서, 본인의 2015년 7월 8일자 행정명령 

제147호에 포함된 본인의 명령과 요구사항을 이 명령에 의해 개정해서, 행정명령 

제147.1호 내지 제147.16호에 의해 개정된 바에 따라, 끝에서 두 번째 조항에 추가 

조항을 포함시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executive-order-appointing-nys-attorney-general-special-prosecutor-cases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EO_147.17.pdf


 

 

 

더 나아가, 이 행정 명령에 의해 특별 검사에게 부과되는 임무에는 다음 사안에 관한 

조사가 포함되고, 아울러 조사 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기소 조치도 

포함된다. 

 

(q) 킹스 카운티에서 2018년 4월 4일에 발생한 Saheed Vassell의 사망 사건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조항 1.20 중 하위조항 34에 열거된 법 집행 공무원에 의해서 실제로 범해졌거나, 

범해졌다고 주장되는 일체의 불법적 행위 또는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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