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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ONSO DAVID 주지사 법률 보좌관, CY VANCE 맨해튼 지방 검사에게 서한 발송  

  

  

Alphonso David 주지사 법률 보좌관은 오늘, Cy Vance 맨해튼 지방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Cyrus Vance, Jr.  

맨해튼 지방 검사  

One Hogan Place  

New York, New York 10013  

  

Cyrus Vance 지방 검사 귀하,  

  

저는 Cuomo 주지사님이 Madeline Singas 나소 카운티 지방 검사를 특별 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귀하가 지난밤에 주지사님께 보낸 서한에 대한 답장을 적고 

있습니다. 그 서한에 담긴 팩트에 관한 귀한의 노골적인 허위 진술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주지사님이 임명한 특별 검사는 뉴요커(The New Yorker)의 기사에 실린 모든 

혐의 내용을 밝혀내기 위해 Eric Schneiderman 씨와 검찰총장실(Attorney General's 

office)을 수사할 것입니다. 수사는 귀하가 제안한 것처럼 Schneiderman 씨를 단순히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수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명령서에는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기사에서 명시한 대로 구체적인 주장을 수사하는 것 외에도, 특검은 검찰총장 

직원과 검찰청 자원이 이 기사에서 언급된 폭력적인 혐의를 조장하는 데 

이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시사하는 기사의 진실도 수사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검찰총장실이 Harvey Weinstein 사안에 대한 피해자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실패한 혐의로 귀하를 현재 수사하고 있는 곳과 동일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수사하는 곳을 동시에 자신이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솔직히 어처구니없는 생각입니다. 법 집행관으로서 귀하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법 집행 공무원은 부당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조차 피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여성 단체들이 성적 학대나 성희롱 사건들에 대해 귀하가 

담당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지사님이 검찰총장의 

수사에 첫 번째로 귀하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여성 단체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여성 네트워크인 타임즈 업 그룹(Time's Up group)은 주지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직장의 성희롱 및 성적인 학대를 종식시키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단체인 타임즈 업(TIME'S UP)은 고소인 중 한 명인 Ambra Battilana 씨에 대한 

성적 학대 범죄에 대해 Harvey Weinstein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관련된 

팩트를 검토하기 위해, Andrew Cuomo 뉴욕주 지사님께 Cyrus Vance 뉴욕 지방 

검사 및 지방 검찰청(office of the District Attorney)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시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Cyrus Vance 지방 검사가 Weinstein 씨 및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영향을 받았으며, 지방 검찰청(DA's office)의 고위 공무원이 Battilana 씨를 

협박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보고는 특히 충격적이고 가치있는 수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뉴욕 경찰국(New York Police Department)이 지방 검찰청이 

두려워서 Battilana씨를 Vance 지방 검사의 직원들로부터 격리하기로 

결정했다는 보고는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검찰청 내의 서신 및 Weinstein 씨의 모든 대리인에 철저한 조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에 대해 이루어진 전체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가 검찰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검찰청(DA's office)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유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는 가능성과 여성들의 폭행범들이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등의, 맨해튼 지방 검찰청(Manhattan District Attorney's Office)의 

성범죄 전담반(sex crimes unit)과 뉴욕시 경찰국(NYPD)의 특수 피해자 

전담반(Special Victims Unit)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학대 범죄에 대해 더욱 확실히 인식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기소를 통해 정의에 다가갈 수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며 심지어 기가 꺾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하지 않기로 한 지방 검사의 결정 이후 나온 Weinstein 씨의 

행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수많은 보고서를 감안할 때, 틀림없이 그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힌 다른 여성들은 그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우리의 공무원들이 피의자에 대해 우려하는 것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이 학대 행위에 대한 진정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법 집행관으로서 귀하는 분쟁을 결정하는 것이 귀하의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이익을 포함하여 해당 

상황의 총체적인 객관적 검토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이 사안이 공정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은 귀하가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귀하를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원본 편지가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발표한 성명서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맨해튼 지방 검사와 뉴욕시 경찰국(NYPD) 

사이의 관계에 대한 수사 요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처리 과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Underwood 검찰총장 대행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한 모든 수사가 그렇듯이 당연히 그 프로세스가 

무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Harvey Weinstein 사안에 대한 초기 조치와 부실한 수사는 여성 단체들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 불신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귀하가 만든 것입니다. 여성 단체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귀하에 대한 자격 박탈 요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사를 

악화시키는 이해 관계의 충돌을 허용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우리는 그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Madeline Singas 특별 검사는 이 수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시스템에 의해 오랜 

기간 희생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중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lphonso B.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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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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