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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경찰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혁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뉴욕주 경찰 혁신 및 개혁 협력'은 지역 경찰기관이 지역사회 투입에 근거한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  

  

경찰은 미래 주정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2021년 4월 1일까지 계획을 채택해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경찰 혁신과 개혁 협력(New York State 

Police Reform and Reinvention Collaborative)'이라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뉴욕시 경찰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을 포함한 지역 경찰기관이 지역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찰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혁하고 현대화하는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경찰기관의 개혁 계획은 정책, 

절차, 관행 및 배포를 포함하며 경찰력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2021년 4월 1일까지 계획을 채택하여야 향후 국가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치안 유지 활동 전략 및 도구에 대한 공개 및 공공 절차에 이해관계자 참여  

2. 의견 수렴을 위해 대중에게 지역 경찰력의 최고 임원 및 책임자가 계획 발표  

3. 모든 의견을 고려한 후, 이러한 계획을 승인(지역법 또는 결의안에 따라)한 지역 

입법 기관(적절한 위원회 또는 입법 기관)에 해당 계획을 제시  

4. 만약 그러한 지방 정부가 이 계획을 인증하지 못한다면, 경찰은 미래의 주 자금을 

받을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eorge Floyd 살해에 대한 대응으로 전국과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시위는 우리 지방 경찰기관들이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경찰과 관련된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미국의 

역사가 부채질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법 집행공무원은 공공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일 위험을 무릅씁니다. 이 긴급 

규정은 사실 확인과 의미 있는 지역사회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치안 행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믿음을 재건하고 경찰과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George Floyd 사망 후, Cuomo 주지사는 즉시 "세이 데어 네임(Say Their Name)" 

어젠다라는 일련의 개혁 정책 항목을 배치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권법(civil rights law)의 

50-a를 개혁하여 법 집행 공무원의 과거 징계 기록의 투명성 확보, 법 집행 공무원의 목 

조르기 진압 방식 금지, 인종에 기반한 거짓 911 보고 금지 및 이를 범죄로 지정, 법 

집행으로 인한 비무장 민간인 사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독립 검사로 법무장관을 

지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법 집행으로 인한 비무장 민간인의 사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무장관을 특별 

검사로 임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지사가 취한 이전 행정 조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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