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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33번째 제안 발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대중교통 시스템의 성범죄자 이용 금지  

  

새로운 법은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고위험의 성범죄자가 3년간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지하철, 버스 및 철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서른세 번째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고위험군인 

성범죄자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지하철, 버스 및 철도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행동 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3등급의 고위험 성범죄자인 개인이 3년 동안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급할 권한을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 제안은 반복된 성범죄자와 관련된 최근 다발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사건에 대한 대응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객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을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며, 성범죄자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권리와 

승객의 안전 권리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혐오스러운 행동에 반복적으로 

관여하는 개인에 대한 처벌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대중교통 시스템 이용을 3년간 

금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 제안서는 교통 관련 성범죄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해 판사가 금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에 따라 판사는 재판전 석방 조건으로 임시 금지명령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위반한 개인은 A급 경범죄인 교통 무단침입(Transit Trespass)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 교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4월,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기차 노선의 보안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개선하기 위해 뉴욕 보안 작전(Operation NY-SECURE)의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경찰, 암트랙(Amtrak) 및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경찰 및 현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이 주도하며 폭발물 탐지 경찰견 탐색, 

기차내 보안 증진 및 플랫폼 순찰을 포함합니다. 주지사는 2019년 6월에 뉴욕시의 

지하철 및 버스 시스템에 제복을 입은 요원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시, 

맨해튼 지방검사실, 뉴욕 경찰청(New York Police Department) 및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간의 이러한 파트너십은 시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공공 안전과 교통 근로자 

폭행 및 부정 승차 해결을 위한 목표 집행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에 

더하여, 지하철 승객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지하철 

시스템의 적절한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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