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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알리사법 서명  

  

법안(S.7132B/A.10018)에 따라, 안전 계획의 일환으로 사일런트 패닉 알람 시스템 교내 

설치 고려 의무화  

  

위험한 사람들의 총기 접근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레드 플래그법 확대에 따라 강력한 

공공 교육 캠페인 개요 제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알리사법(Alyssa's Law)(S.7132B/A.10018)에 서명하여 

학교 안전 계획을 수립 및 개발할 때 사일런트 패닉 알람 시스템 설치를 고려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주지사는 Alyssa의 부모인 Lori와 Ilan Alhadeff를 비롯해 기타 Alyssa의 

가족, Elijah Reichlin-Melnick 상원의원, Ken Zebrowski 하원의원, Mike Benedetto 

하원의원, Lars Clemensen 햄튼 베이스 교육청장, Michael Mulgrew 교사 연맹(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대표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총기 폭력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선도적인 

법안 패키지를 통과시켜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뉴욕이 비상식적인 비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될 때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자랑스럽게 

알리사법에 서명한 이유입니다. 이 법안은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노력으로 총기 사건 

발생 시 교육청이 귀중한 대응 시간을 벌어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매일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하나의 지역사회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알리사법에 

서명함으로써, Hochul 주지사는 교육청에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내 대규모 총격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안전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일 

자녀를 등교시키는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2월 Alyssa Alhadeff는 플로리다 파크랜드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Marjorie Stoneman Douglass High School)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Lori와 아버지 Ilan Alhadeff는 그를 기리며 재단을 

설립했고 학교 건물에 사일런트 패닉 알람 시스템 설치를 지지해왔습니다. 교육구 내 



모든 사법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알람 설치를 통해 총기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경찰 출동에 소요되는 귀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학교는 교육구 수준의 학교 안전 계획을 수립할 때 알람의 유용성에 

대해 고려하고 건물 수준의 안저 계획 내에 수용 의사를 적극 표시해야 합니다. 패닉 알람 

시스템 자체는 단 수천 달러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교실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우발데의 비극을 비롯해 많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법안은 뉴욕의 학교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교내 폭력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법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가용한 모든 사법 집행 

인력이 지체 없이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대응 시간에서 아낀 단 수 분의 

시간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Elijah Reichlin-Melnick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은 너무 많은 

가족들의 삶을 파탄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알리사법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Alyssa의 어머니 Lori를 비롯한 가족 전체의 강인함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Alyssa를 2018년 총기 사고로 잃은 후 학교 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총기 폭력 문제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서 뉴욕이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Kenneth Zebrowski J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전국의 학교에서 비극이 

되풀이 되는 ㅏ운데, 패닉 알람은 응급 대원과 응급 서비스에 빠르게 내용을 전달하여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 수 있게 합니다. 알리사의 어머니인 Lori, 

그의 사촌 Jadyn을 비롯한 가족의 끊임없는 지지가 이번 법안 통과와 오늘의 서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 법안은 Alyssa를 추모합니다. 우리 뉴욕 전역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법안에 서명하고 조치를 취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Alyssa의 모친인 Lori Alhadeff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알리사법 통과는 전국의 

학생과 교원의 생명 보호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시간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제 딸 

Alyssa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학교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Make Our Schools 

Safe) 것입니다."  

  

Michael Mulgrew 미국 교사 연합 대표틑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총기 폭력을 해결하겠다는 립서비스만을 하고 있을 때, Hochul 주지사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뉴욕 총기법 강화에서 오늘 학교 안전 법안 서명과 교육자 대상 레드 플래그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까지 Hochul 주지사는 교원 및 학부모와 함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Lars Clemensen 햄튼 베이스 교육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 안전은 교육 

지도자들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알리사법, 극한 위험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s, ERPO), 총기 안전 조치, 사법 기관 및 정신 보건 전문가와의 파트너십 등은 모두 

학교 안전 청사진(Blueprint for School Safety)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커뮤니티를 설계, 적용,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이슈에 집중해주신 

의회와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Andy Pallotta 뉴욕주 교사 연합(New York State United Teacher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교육 환경은 우리 학생은 물론 교원, 공립 

교육 시스템에 의존하는 가족들에게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보안팀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여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Hochul 

주지사와 의회는 버펄로, 우벨데, 그리고 전국의 교육 커뮤니티가 가진 공동의 

트라우마에 대하여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응하였으며 우리는 이러한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Charles Dedrick 뉴욕주 교육청장 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f School 

Superintendents)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버펄로와 우발데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교육청장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레였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우리는 우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주정부와 사법 집행 기관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이들과 함께 교육청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주법이 우리의 목표 달성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리고 싶습니다."  

  

Dana Platin 뉴욕주 학부모 교사 연합(New York State PTA)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뉴욕은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의 교내 안전 확보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매우 옳은 방향의 환영할 만한 노력입니다. Hochul 주지사를 

비롯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중요한 법안을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NYS 

PTA가 이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Robert Schneider 뉴욕주 학교 위원회 연합(New York State School Boards 

Association)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헀습니다. "우리는 패닉 알람 시스템이 교육청 안전 

프로토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육청이 

이러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평가할 권한을 가지고 패닉 알람 교내 설치의 적정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지사와 의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Kevin Casey 뉴욕 학교 행정담당자 연합(School Administrators Association of New 

York)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리사법의 통과는 뉴욕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무엇이든 해달라'는 전국적인 교장들의 목소리에 대응하며 전국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둡니다. 주지사의 법안 서명으로 교직원과 사법 집행 담당자는 총기 

범죄자 또는 교내 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뉴욕 

학교 행정담당자 연합은 뉴욕 학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해야 하며, 교원들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교외 학교 연합(Rural Schools Association, RSA) 사무국장인 David Little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외 학교 연합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 

기쁩니다. 슬프게도 교내 총격 사건이 최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비상 대응 인력에게 보다 빠르게 사태를 알리는 것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며, 우리는 추가 조치의 시급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조치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학교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를 마련해주신 주정부 

지도자와 협력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RSA는 이번 위기를 해결해주신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목요일 법안 서명식 동안, Hochul 주지사는 또한 교육자와 정신 건강 전문가에 특히 

초점을 둔 뉴욕주의 새로운 레드 플래그법(Red Flag Law)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더욱 

강력하고 다각적인 공립 교육 캠페인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의 개요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봄, 주정부는 다양한 대면 및 화상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위원회, 교육청장, 교사, 

학교 관련 전문가, 교장, 학부모-교사 연합 등과 협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극한 위험 보호 명령(ERPO)을 신청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 작업을 

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 지도자들은 일련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며 특히 지역과 카운티 사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법과 현행 사례를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과 절차가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라운드테이블은 주 경찰(State Police)과 

지자체 경찰 훈련 위원회(Municipal Police Training Council)가 주도하며, 위원회는 

사법정의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소속입니다. 훈련은 또한 비상 

콜센터 전문가를 위해 마련될 것입니다.  

  

주정부는 또한 종합적인 디지털 및 물리 교육 자료를 준비하여 향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개정된 레드 플래그법 웹사이트가 포함됩니다. 웹사이트에는 교육자, 

정신 건강 전문가, 공공 서비스 발표, 소셜미디어 내용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8일 Hochul 주지사는 주 경찰이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마다 ERPO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2022년 6월 6일 Hochul 주지사는 레그 플래드법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총기법 

강화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법률 S.9113-A/A.10502는 지난 6개월 이내에 개인을 

검사한 의료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극단 위험 보호 명령(ERPO)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은 총기 면허를 발급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 잠재적으로 

유해한 개인에 대한 정신 건강 종사자들의 보고서가 면밀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 총기 

면허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은 또한 경찰 및 지방 검사에 개인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에 관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한 경우 ERPO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주 경찰 및 시 경찰 교육 위원회(Municipal Police Training 

Council)가 ERPO 청원이 보장될 수 있는 시기를 식별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만들고 

보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7월 6일 수요일부터 확대된 레드 플래그법이 발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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