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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학생 안전을 위해 스쿨버스에 정지 표시 카메라(STOP-ARM 

CAMERAS)를 허가하는 법안에 서명  

  

교육구가 스쿨버스에 정지 표시 카메라 설치하도록 허가하는 법안  

  

정지 표시 카메라, 스쿨버스 불법 추월을 기록해 위반 티켓 발부  

  

해당 법안, Cuomo 주지사의 사법 어젠다(Justice Agenda)의 핵심 요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정차한 스쿨버스를 불법 추월한 운전자를 잡아 뉴욕에 

있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구가 스쿨버스에 정지 표시 카메라(stop-arm 

cameras)를 설치하도록 허가하는 법안(S.4524B/A.4950B)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Cuomo 주지사의 사법 어젠다(Justice Agenda)의 핵심 요소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버스로 등하교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한 지에 대해 염려하게 해선 안됩니다. 이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는 

부주의한 운전자가 책임감을 가지게끔 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교육구에 제공하게 되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뉴욕주의 강력한 계획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학생의 등하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도로에서 스쿨버스를 

불법적으로 추월하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스쿨버스 

카메라 설치를 허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 및 모든 뉴욕 주민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우리의 다른 진보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합니다."  

  

뉴욕주에서 매년 약 150만 명의 학생이 버스로 등하교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상 

문제로 정차한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안전 

정차(Operation Safe Stop) 캠페인에 따르면 사법 집행 기관이 정차한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위반자를 단속한 하루 동안 수백만 명의 운전자가 해당 법을 무시하고, 850명 

이상이 위반 티켓을 발부받았습니다. 정차한 스쿨버스 추월 건수가 매년 학기 180일 중 

150,000번 이상에 달하며 뉴욕주 곳곳의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운전자가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고, 학생의 스쿨버스 등하교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안전에 관한 주지사의 지도력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올해 

초 Cuomo 주지사는 뉴욕시의 과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복구하고 승인받은 학교 속도 

제한 구역의 수를 140개에서 750개로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주간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오전 6시에서 밤 10시까지로 확대됩니다. 또한 2016년 Cuomo 

주지사는 학생 안전을 증진하는 뉴욕의 학교 안전법을 현대화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교육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지정하고 교직원 교육 요구 조건을 

상향 조정하며, 비상사태 대응 등 안전 훈련을 개선했습니다.  

  

Tim Kennedy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매일 5만 명의 

운전자가 고의로 법을 위반하고 정차한 스쿨버스를 추월하여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종합적인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뉴욕에서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운전자는 잡힐 

것이고 벌금을 물게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드시 생명을 살릴 이 법안에 

서명해주시고 뉴욕 학생 안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William B. Magnarelli 하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도 

아래 뉴욕은 학생을 위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욱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엄청난 진보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학교 안전 개선을 지속하기 위한 주지사님과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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