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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어머니의 날(MOTHER'S DAY)을 맞아 더욱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뉴욕시 스피드존 카메라 프로그램을 복구 및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의 과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복구하고 승인받은 

학교 스피드존의 수를 140개에서 750개로 늘리는 법안(S.4331/A.6449)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 따라 주간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오전 6시에서 밤 10시까지로 

확대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학과 같은 간단한 일이 일과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처럼 매우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특히 너무 

많은 젊은이들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더 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뉴욕주의 과속 카메라 수를 140개에서 750개로 늘리고, 과속 

카메라 운영 시간을 연장하며, 시 정부로 하여금 과속 및 충돌 데이터에 따라 카메라 

배치의 우선순위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으며 옳은 

일이기도 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날(Mother's Day)을 맞아 학교에 

통학하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보다 적절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어떤 부모도 하루의 끝에 자식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뉴욕시 학교 주변의 과속 카메라의 운영이 확대됩니다. 과속 카메라는 

교통 감시는 물론,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번 법안은 2013년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을 복원 및 확대합니다. 2013년 법안은 시 

정부에 카메라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권한을 부여하여 학교 구역의 

속도위반을 기록 및 단속합니다. 2018년 7월 프로그램이 만료를 앞두고 공화당이 

우세했던 상원에서 개회 기간 동안 권한 연장에 실패하자, Cuomo 주지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시 정부에 만료된 법안이 정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2018-19 교육 연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교통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school-year-set-begin-governor-cuomo-declares-state-emergency-new-york-city-reinstate-speed


카메라 설치 이후, 과속 카메라가 있는 학교 구역에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람의 수는 21 퍼센트 감소했고, 일간 과속 위반율도 60 퍼센트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 

구역에서 학생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상식입니다. 과속 카메라는 비극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의회의 파트너, 그리고 

주지사와 함께, 우리는 더욱 많은 지역으로 과속 카메라 활용을 확대하여 학생들을 더욱 

잘 보호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Gounardes 상원의원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 하원의 Carl Heastie 하원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원 다수당은 뉴욕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 질 높은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모두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과속 카메라 

프로그램은 교육 구역에서의 과속과 산만 운전, 위험한 사고를 줄여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프로그램을 복구 및 확대하여, 우리의 모든 

학생과 부모, 교직원, 보행자들을 위해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Andrew Gounarde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도로 안전을 위한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둔 날입니다. 부모, 노인, 보행자 중 누구도 과속 때문에 길을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서는 안됩니다. 오늘의 법안 서명으로 인해 차량의 

속도가 느려질 것이고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명료합니다. 과속 카메라 

프로그램의 갱신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 및 Deborah Glick 

하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과 이번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신 지지자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어 결국 성공해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곳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Deborah J. Gli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의 학교 구역 과속 

카메라 확대 법안이 주 법으로 입안되어 저는 매우 기쁩니다. 이 법안은 모든 어린이들과 

보호자, 교직원들이 학교를 오가면서 과속 운전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을 모은 결과입니다. 2013년 시범 프로그램이 통과된 이후,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 과속 위반이 60 퍼센트 이상 감소했으며 사고로 인한 사망도 

55 퍼센트 줄어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 과속 카메라가 운영되는 학교 구역의 

수를 140개에서 750개로 늘려 생명 보호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합니다. 

저는 주지사의 지지와 Gounardes 상원의원의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에 

우리는 정치적 입장보다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중시하였고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을 

위해 힘들게 얻은 승리를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지지단체인 안전한 도로와 교통 대안을 위한 가족(Families for Safe 

Streets & Transportation Alternatives)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De Blasio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속 카메라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는 더욱 많은 학교에서 더욱 많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우리 시의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와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대표, Heastie 하원의장, 그리고 입법부 전체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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