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어린이를 보호하는 LULU 앤 LEO 법(LULU AND LEO'S LAW)에 서명  

 

보모의 경험 및 자격 위조를 범죄화하여 어린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할 것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보모를 사칭 또는 대리하여 사칭하는 범죄를 규명하기 

위한 Lulu 앤 Leo 법(Lulu and Leo's Law, A.11125-A/S.9070-A)에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보모가 되기 위해 지원서에 거짓 신상 정보를 기입하였던 Lucia와 Leo Krim의 

보모가 이들을 살해한 사건으로 인해 제정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를 보호하도록 위임한 이가 

자녀를 해칠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3명의 딸을 둔 아버지로서, Krim 가족이 경험 

한 공포와 슬픔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를 위로할 수는 없지만, 뉴욕주 

어린이를 보호하고 피해 아동 부모와 친지의 마음에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모는 자녀를 위험에서 보호해야만 

합니다.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위임받은 보모가 자격을 

위조하거나, 보모를 불신하는 경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법안은 보모가 경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원에서 해당 법안을 지지한 Steven Oti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법안은 가정의 어린이를 돌보는 보모를 대리하는 행위의 법적 의무를 정확하게 

확립함으로써 사법 맹점을 없앱니다. 새로운 법안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Kevin 씨와 Marina Krim 씨를 지지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양원에 감사드립니다.”  

  

Kevin Krim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arina와 저는 Lulu 앤 Leo 법(Lulu & Leo's 

Law)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우리 아이를 살해한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원과 후원자이신 

Otis 하원의원님 부단한 노력, Lanza 상원의원님과 공동 후원자 여러분 덕분에 오티스 

의원과 후원자의 후원 덕분에 이제 이러한 사기를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약한 어린이, 부모, 보호자, 보모를 보호하는 등, Lulu와 Leo가 남긴 강인한 유산에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표합니다.”  

  

Lulu 앤 Leo 법(Lulu and Leo's Law)은 개인이 채용 후보로 거론되거나 어린이의 보호자 

또는 부모나 부모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고용되었을 시, 고의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서면 진술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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