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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의 이중 위험 금지 원칙의 허점을 막아 대통령이 사면한 개인을
주에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

동일한 범죄에 대해 주 수준에서 기소되지 않도록 개인을 보호하는 법적 허점
Cuomo: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뉴욕은 이들을 보호하려는
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범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대통령이 사면한 개인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 주 수준에서
기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이중 위험 금지 원칙의 법적 허점을 막는
법안(S.4572/A.6653)에 서명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법무 장관의 프로그램
법안이었던 이 주요 개혁은 뉴욕 검찰에게 사법권이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한 기소를
추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뉴욕은 이들을 보호하려는 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범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허점을 막으면 검찰에게 권력의 남용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이기적인 행동이 법 아래에서 허용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꼭 필요했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법무 장관님께
감사드리며,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은 더 강하고 공명정대한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Letitia James 법무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법 아래에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마땅히 처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새로운 법은 대통령이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에게 사면권을 부당하게 부여하여
대통령 사면권을 남용하고 그 개인이 모든 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허점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이러한 상식적인 조치는 오늘날 대통령
권력뿐만 아니라 미래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점검을 제공할
것입니다."
법적 변경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미래 및 과거의 범죄에 적용됩니다. 단, 그
사람이 이미 심리를 받거나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 연방 부패 검사 Todd Kaminsky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친구나
동료에게 재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사면권을 부당하게 남용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중 위험 금지 원칙의 허점을 막고 뉴욕의 법규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 준 James 법무
장관님께 경의를 표하고, 뉴욕주의 정의 추구를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Joseph Lentol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소를 막으려는 모든 제도로부터
자극을 받아 제안되었습니다. 의회는 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주 차원에서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그
어떤 범죄자도 기소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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