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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검거에 대한 수사를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감사관 대행에게 촉구하는 서신 발송
Cuomo 주지사: “이민관세집행국(ICE)은 9월 11일의 테러 공격 후에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민관세집행국(ICE)이 그 사명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John Kelly 감사관 대행에게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요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포트 해밀턴에서 피자를
배달하던 Pablo Villavicencio씨가 구금된 이후 발송한 이 편지는 이민관세집행국(ICE)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종에 따라 사람들을 검거할 표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신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8일
John V. Kelly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감사관 대행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45 Murray Lane SW
Washington, DC 20528-0305
Kelly 감사관 대행 귀하,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요원들의 검거 활동은 법률 및
공공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우려가 되어 왔습니다. 이민관세집행국(ICE) 전술의 결과로,

이민자 공동체는 비난 및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 떨고 있는 이민자 가정과 전체 공동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저는 연방
보안 지역사회 프로그램(federal Secure Communities program)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지원했습니다. “심각한 중범죄자를 추방”한다는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민관세집행국(ICE)은 9월 11일의 테러 공격 후에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민관세집행국(ICE)이 그 사명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민관세집행국(ICE)
요원들의 활동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하는 서신을 귀하의 부서에 보냅니다.
최근에 이목을 끈 사건들은 이민관세집행국(ICE)이 사용하는 불명예스럽고 많은 경우에
불법적인 전술에 대해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 기록이없는 아버지이자 사랑하는
남편인 Pablo Villavicencio씨는 6월 1일, 뉴욕시 포트 해밀턴에서 피자 배달 일을 하던
중 이민관세집행국(ICE)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그의 체포와 구금은 인종
프로파일링의 결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구금하고, 아버지와 자녀들을 분리하여 가족을 해체했다고 해서
미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민관세집행국(ICE)은 4월 18일, 농장 노동자 중 한 명을 체포하기
위해 사유지에 들어갔을 때, 뉴욕 롬의 주민인 농장주 John Collins 씨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집행국 요원들은 Collins 씨의 사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신분이나 들어가는 목적을 밝히지 않았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록하기 위해 Collins 씨가 요원들에게
접근했을 때 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체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무모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검거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하기 위해
이민관세집행국(ICE)에 중지 촉구 서신(cease and desist letter)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욕주에서 이민관세집행국(ICE) 활동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 주 전 지역의 이민자 지역사회에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모든 뉴욕
주민의 양심에 충격을 준 수많은 사례 중 단지 두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우리
행정부는 이민관세집행국(ICE)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종에 따라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수많은 검거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을 들어왔습니다.
뉴욕은 우리 이민자 공동체들이 위협을 받을 때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터
이민관세집행국(ICE)의 검거 활동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왔습니다. 2011년에 우리는
연방 보안 지역사회 프로그램(federal Secure Communities program)에 대한 참여를

일시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때문에 학대가 자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치안 및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이 실패한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지원했습니다.
공격적인 이민관세집행국(ICE)의 일제 검거와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우리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가 우수한 변호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 최초의 주정부 주도 공공-민간 법정 변호 기금인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를 출범했습니다. 선도적인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기관들과 협력하여,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 전 지역의 이민자들에게 10,000 건이
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Villavicencio 씨와 가족에게 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귀하 요원들의 뉴욕주 내 검거 활동과 공중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법 영장이 없는 한 주정부 시설에서 이민자에 대한
검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170.1 호를 발령했습니다.
이민관세집행국(ICE) 요원들이 집행한 검거 양식은 헌법에 대한 무모한 경시를
드러내며, 연방법 및 뉴욕주법과 더불어 이 기관의 명시된 사명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민관세집행국(ICE)의 전술을 즉시 수사하여 뉴욕 주민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귀하의 부서에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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