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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법원보호'법에 서명  

  

해당 법안은 뉴욕 주민이 주법원 절차 이용을 위해 이동하는 동안 연방 이민 기관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자유롭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추진  

  

보호 조치에 시행됨에 따라 뉴욕 법원은 계속 모든 주민을 위해 봉사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이 연방 이민 기관의 표적이 되지 않고 사법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원보호법(Protect Our Courts 

Act)(S00425A/A2176A)에 서명했습니다. 본 법안은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인 연방 이민 

기관의 단속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뉴욕주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사법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법안은 주지사가 

발령한 행정명령 및 뉴욕주 통합 법원 시스템(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의 

수석 판사의 지시를 기반으로 추진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와 달리, 뉴욕은 언제나 우리의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호해왔습니다. 본 법안은 모든 뉴욕 주민이 부당하게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또는 기타 연방 이민 

기관의 표적이 되지 않고 법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본 법안은 판사가 내린 체포 영장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 영장 또는 

영장 없이 이민 기관이 법원에서 체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체포의 위험 없이 뉴욕 주민이 필수적인 주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핸 2018년 발령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70.1호에 근거하여 주정부 소유 토지 

및 주정부 소유 건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사법 위원회(New York Senate Judiciary Committee) 의장인 Brad 

Hoylm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현재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있는 Trump 행정부와 이민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발입니다. 오늘 이후, 뉴욕 

법원은 연방 요원들이 이민지에 대한 추방 및 체포를 시도하는 장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보호법에 따라 ICE가 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으며, 이것은 법원은 사법의 성지라는 것을 뉴욕 주민에게 일깨워줄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를 비롯해, 이민자 권리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https://www.governor.ny.gov/news/no-1701-amendment-executive-order-170-state-policy-concerning-immigrant-access-state-services


 

 

고려해주신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여당 대표, Michaelle Solages 하원의원, 

그리고 이민 방어 프로젝트(Immigrant Defense Project), 메이크 더 로드 뉴욕(Make the 

Road New York), 뉴욕 이민 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등 본 법안 통과를 

위해 투쟁해주신 지지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 ICE의 터무니없는 법원 체포 

관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법적 문제를 지적해주신 Tish James 법무장관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아프리카계, 히스패닉, 아시아계 입법 코커스(New York State Black, Puerto 

Rican, Hispanic & Asian Legislative Caucus) 의장 당선자인 Michaelle Solag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헌법(U.S. Constitution)에 따라 모든 뉴욕 주민이 

부여받은 개인의 권리는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민자에게 

법원이 ICE 개입에서 안전하지 못다는 사실은 실제적이고 명백한 두려움이며, 이로 

인해 사법 정의 실현의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법원보호법은 우리가 법원의 존재 

근거인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소득, 인종, 종교 또는 이민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뉴욕 주민은 자신과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법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본 법안은 저의 파트너가 되어 주신 Hoylman 상원의원, Andrew Cuomo 

주지사를 비롯해, 정의 로드맵 연합(Justice Roadmap Coalition), 이민자 방어 

프로젝트(Immigrant Defense Project), 뉴욕 이민 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등으로 구성된 지지 단체 모두의 엄청난 노력이 없었다면 실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승리는 뉴욕의 사법 시스템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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