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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Nassau 와 Suffolk 카운티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감시 

카메라의 추가 설치를 허가하는 법안에 서명하기 위해 Bethpage 고등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법률은 단속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위반자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법 집행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이 주의 깊게 운행하도록 격려하여 학교주변지역의 어린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뉴욕 주는 무모한 행동을 행사하고 다른 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운전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 

특히 학교 주변에서”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감시 카메라 수십 

대를 설치하는 권한을 Nassau와 Suffolk 카운티에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메세지입니다. – 특히 학교근처를 지날 때에는 속도를 늦추고 속도제한을 지킵시다.” 

 

의회 다수당 공동 의장 Jeff Klein 은 “ 이 법은 뉴욕 시와 Long Island 모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엄청난 승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운전자가 그들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늦추는지 알고 있습니다. 시속 5마일마다 아이의 생사가 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런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법안을 승인해주신 

Cuomo 주지사와 상 하원의 동료의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국회 의장 Sheldon Silver는 “우리는 가능한 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무모한 운전자에 의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고 

말했습니다. “속도감시카메라는 학교 영역에서 무책임한 운전을 억제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길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유용한 

교통장치를 뉴욕주의 가장 위험하고 복잡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기 위해 무척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주지사가 지금 법에 서명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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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sau 카운티 대표 Ed Mangano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성 보고서는 시간당 200명의 운전자가 

25마일로 제한된 속도를 초과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심하도록 하는 중요한 

메시지로서의 역할로 이 시범도입프로그램을 승인한 Cuomo 주지사에게 감사합니다. “ 

 

Suffolk 카운티 행정관 Steve Bellone은 “통학 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과속 카메라는 운전자들이 그러한 구역에서 속도를 늦출 수 있게 한 요인임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학교 주변 안전을 개선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 항목을 승인한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새로운 법률은 Nassau와 Suffolk 카운티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감시카메라가 동반된 

시범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 경찰이 매번 단속을 위해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되도록 속도위반이 

일어날 때마다 기록하기 위해. 속도감시카메라는 Suffolk 카운티에서 최대 69개의 어린이보호구역, 

Nassau 카운티에서는 최대 56개의 구역에 설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률은 뉴욕시가 

추가적으로 120대, 총 140대까지 속도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수를 늘리게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차량이 40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다가 아이를 치는 경우, 사망확률이 70%에 이르며, 

30마일에서 아이를 치는 경우 80%의 확률로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과속단속 및 과속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직접 현장에 나서야 하는 것을 대신할 것입니다. 속도 감시 카메라의 존재는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신중하게 주행하도록 해주며, 따라서 어린이,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법은 30년간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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