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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경찰 개혁 및 재창조 협력

뉴욕주 헌법은 주지사에게 뉴욕의 법률이 성실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 따라,
본인은 헌법을 지지하고, 주지사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헌법 제 13 조 제 1 항에 따라
엄숙히 선서했음에 따라,
2020 년 5 월 25 일부터 미네소타에서 George Floyd 가 경찰과 관련하여 사망한 이후, 경찰
관련 사망 및 인종적으로 편향된 법 집행에 대응하여 변화, 행동, 책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국가와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매일 일어남에 따라,
처음으로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이 미국에 상륙했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뉴욕주 내
흑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시민들의 차별과 학대의 길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음에 따라,
이 최근 역사에는 경찰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 포함되어있어 비무장 민간인, 주로 흑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사망했으며, 이는 법 집행 및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믿음을 훼손시켰고, 이러한 상태가 진행 중이며 긴급히 교정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뉴욕주의 이러한 죽음에는 Anthony Baez, Amadou Diallo, Ousmane Zango, Sean Bell, Ramarley
Graham, Patrick Dorismond, Akai Gurley 그리고 Eric Garner 등이 있으며, 다른 주에서는 Oscar Grant,
Trayvon Martin, Michael Brown, Tamir Rice, Laquan McDonald, Walter Scott, Freddie Gray, Philando
Castile, Antwon Rose Jr., Ahmaud Arbery, Breonna Taylor 그리고 George Floyd 등이 포함됨에 따라,
이러한 불필요한 죽음은 제가 뉴욕주의 치안 유지 행위의 측면을 개혁하는 세이 데어
네임(Say Their Name Agenda) 어젠다를 법으로 제정하도록 서명하게 이끌었음에 따라,
정부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할 책임이 있음에
따라,
최근 주 전역에서 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려의 깊이와 폭을 보여주는 것임에
따라,
흑인의 생명은 소중함에 따라,

전술한 내용을 통해 치안 유지에서 인종적 불공평을 제거하고, 치안 유지 전략, 정책, 절차 및
관행을 수정 및 현대화하고, 공공 안전 중진, 지역사회 참여 개선, 신뢰 증진을 위한 유색인
지역사회의 특정 요구 사항을 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관행을 개발하기 위해 긴급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음에 따라,
예산국(Division of the Budget)은 주법과 뉴욕주 헌법의 증진에 자금의 적절한 사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 따라,
형사 사법 서비스부(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자원과 협력하여 예산국은 주
내의 지방 경찰 기관이 지역사회의 이해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보장하고 지역 경찰
기관의 전략, 정책 및 절차를 현지에서 승인받도록 하여 형사 사법 시스템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음에 따라,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헌법과 뉴욕주 법률, 구체적으로
IV 조 제 1 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 및 지시합니다.
예산국 이사는 형사 사법 서비스부와 협의하여, 모든 지방정부에 보낼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형사 소송법(criminal procedure law) 1.20 에 따라 정의된 경찰관과 함께 운영되는 경찰 기관이 있는
각 지방정부 기관은 현행 경찰의 배치, 전략,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그러한 배치, 전략, 정책, 절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경찰
기관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특정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신뢰, 공정성, 합법성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인종적 편견과 유색인 지역사회의 불균형한 치안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한 지방정부의 각 최고 임원은 지역 경찰 기관의 책임자와 지역사회의 이해 관계자를 소집하여
그러한 계획을 개발해야 하며, 이 계획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근거 기반 경찰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권한 정책의 사용, 절차적 정의, 치안 유지에서 체계적인 인종 편견 또는
인종 정의의 해결, 내포된 편견 인식 훈련, 단계적 축소 교육 및 관행, 법 집행 지원 전환 프로그램,
사법 회복 관행, 지역사회 기반 봉사 및 분쟁 해결, 문제 중심의 치안 유지, 핫스팟 치안, 집중 제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폭력 예방 및 감축 개입, 뉴욕주 지방경찰훈련위원회(Municipal Police
Training Council)에 의해 공포된 모델 정책 및 지침, 그리고 뉴욕주 법 집행 인증 프로그램(Law
Enforcement Accreditation Program)에 의해 공포된 표준.
경찰 기관과 협력하여 하부 정치 기관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 관계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지역 경찰의 회원 및 리더십, 경찰과 지역사회 상호 작용이 많은 지역에 중점을 둔
지역사회 구성원, 관심 있는 비영리 및 신앙 기반 지역사회 단체, 지방 검사 지역 사무소, 국선
변호인 및 지역 선출직 공무원. 또한 지역사회의 특정 요구와 신뢰, 공정성, 책임, 투명성에
기반하며 치안 유지의 인종적 차별 감소를 추구하는 개선된 경찰 기관 및 지역사회 관계의
일반적인 촉진을 위해 맞춤화된 배치, 전략,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대한 수정, 현대화 및 혁신을
포함하여 검토 및 협의로 인한 권고 사항을 채택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한 계획은 지역의 모든 시민에게 공평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견을 고려한 후, 해당
하부 정치 기관의 지방 입법 기관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역 법률 또는 결의에 의해 적절한 경우,
2021 년 4 월 1 일까지 그러한 계획을 비준하거나 채택합니다.
해당 지방정부는 그러한 절차가 준수되었고 해당 현지 법률 또는 결의가 채택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예산국 이사에게 인증을 전송해야 합니다.
예산국 이사는 그러한 인증을 제출할 때 향후 충당된 주 또는 연방 자금의 수령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지방정부는 적격합니다.
이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주 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2020 년 6 월 12 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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