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중요 고지 사항 (ICYMI): CUOMO 주지사 특별 기고문: 뉴욕이 용인할 수 없는 도덕적 

분노 

 

Cuomo 주지사: “미국 역사에서 이 오점을 씻어낼 수 없을 것. 하지만 우리는 목소리가 

없는 게 아니며,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할 것. 이미 벌어진 일을 

해결하지 않은 채 남겨두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는 오늘, 국경에서 격리된 수천 명의 이민자 자녀와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연방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뉴욕주가 Trump 행정부를 

상대로 여러 기관에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Andrew M. Cuomo 주지사의 특별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특별 기고문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버전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rump 행정부의 이민자 자녀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는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비극이자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위협입니다. 

 

수요일에 Trump 대통령은 부모를 자녀와 격리시키는 자신의 정책을 되돌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표방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민자 자녀의 장기간 

구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하게 연방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펜을 휘두르는 것으로 국경에서 부모와 격리된 2,3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다룰 

수 없습니다. 행정부의 가족 분리 정책은 대통령의 정치적 어젠다에 따라 희생양으로 

이용된 아이들에게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은 

https://www.nytimes.com/2018/06/20/opinion/andrew-cuomo-a-moral-outrage-new-york-will-not-tolerate.html?action=click&module=Opinion&pgtype=Homepage


 

 

아이들과 부모를 재결합하는 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가능한 한 빨리 

행해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잠재적인 피해는 무겁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제 격리로 인한 정신적 

외상은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치며, 정보를 처리하고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실행 기능과 의사결정 기술을 발달하는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또한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염증과 질병에 걸리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아동기 사건의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노년기에 비만과 

알코올 중독, 우울증과 같은 건강 문제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국무장관 Mike Pompeo는 이번 주 난민의 회복력을 칭찬함으로써 이 정책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연방 정부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을 부모에게 

분리함으로써 그 주장을 약화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정신적 외상이 회복력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설상가상으로 연방 정부는 연방 난민 정착 사무소(federal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가 주 전역의 센터로 이미 배치한 수백 명의 아이에게 뉴욕이 건강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러한 센터들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뉴욕의 시설들은 우리 거주자들의 사랑과 연민의 증거이며, 끔찍한 천막 도시나 국경 

주변의 억류자를 수용하려고 개조한 월마트와는 대조적으로 양질의 보살핌과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뉴욕의 시설이나 다른 어떤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경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도덕적인 분노를 일으키며, 모든 

주요한 종교의 가르침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모든 폭정은 

훌륭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기반이 필요하다”. 

 

뉴욕은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는 항상 세계의 자유와 기회의 등불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자유의 여신상은 이민자들을 위한 길을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길을 

잃었을 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밝히기 위해 횃불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는 아이들을 부모와 신속하게 재결합시키고 이민자 가족의 학대를 종식하기 

위해서 Trump 행정부를 상대로 여러 기관에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뉴욕 주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구금된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건에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어 놓은 것은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소통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부모들은 미국의 헌법과 뉴욕 주의 헌법에 따라 

가족의 온전함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이 행정부는 조직적으로 아이를 

부모에게서 격리함으로써 부모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홀로 또는 가족과 함께라고 할지라도 연장된 기간으로 아이들을 구금한 일은 

연방 정부가 이민자 구금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구금과 석방, 대우와 관련된 국가적 

기준을 정한 1997년 플로레스 합의서(Flores settlement agreement)의 조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행정부가 수정하고 있는 이 합의서는 가족 통합의 원칙을 우선시하며, 이주 

청소년 억류자는 20일 이내에 석방되고, 명백하게 부모의 양육을 선호하는 가족 

재통합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터무니없는 정부 행동 원칙”이라고 알려진 것을 행사할 생각입니다. 

1973년 미국 대 러셀(United States v. Russell)사건에서, 대법원(Supreme Court)은 

“사법 집행 요원들의 행동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정당한 법 절차 원칙에 따라 정부가 사법 

절차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런 날이 도래했습니다. 이민 관세수사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냉담한 전술은 이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 역사에서 이 오점을 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소리가 없는 

게 아니며,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할 것. 우리는 이미 벌어진 

일을 해결하지 않은 채 남겨두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이 주와 이 나라를 건설한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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