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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법집행법집행법집행법집행 기관들이기관들이기관들이기관들이 첨단첨단첨단첨단 과속과속과속과속 단속단속단속단속 장비를장비를장비를장비를 받을받을받을받을 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 발표발표발표발표 

 

235개개개개 경찰서경찰서경찰서경찰서, 보안관실에보안관실에보안관실에보안관실에 새새새새 레이더레이더레이더레이더 장비를장비를장비를장비를 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최소최소최소최소 343,000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투자하는투자하는투자하는투자하는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Andrew M. Cuomo 지사는 뉴욕주가 과속 단속을 위해 사용되는 오래되거나 쓸모 없어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343,000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첨단 레이더 장비를 235개 경찰서 

및 보안관실에 제공하고 있다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뉴욕주가 기술을 위한 

예산을 제공해온 근 20년래에 처음으로서, 기관들이 무모한 운전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겨냥함으로써 운전자와 승객들을 위해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속과 무모한 운전은 피할 수 있는 너무 많은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가지사가지사가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법집행 기관들이 우리 도로상의 이 위험한 

행동을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장비를 확보하도록 

도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4년에 뉴욕주에서는 28,000여건의 차량 사고가 과속에 기인하였으며, 그 중 280건은 

사망으로 또 다른 1,661건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레이더 장비는 일반적으로 

1,500 달러를 상회하는데, 전통적으로 지역 기관들이 그 비용을 흡수하였습니다. 주 및 

연방 보조금은 종종 광범위한 경찰 장비 및 기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과속 단속 

장비를 위한 보조금은 드물었습니다.  

 

신기술 필요성이 주 형사정의과 하이웨이안전기술계에 의해 식별되었습니다. 이 계는 

매년 주 전역의 기관들이 사용하는 약 5,500대의 레이더 장비에 대한 예방정비 및 수리를 

수행합니다. 기관에 무료로 제공되는 그 작업을 수행하면서 기사들은 장비 대부분이 

수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어떤 것들은 ‘인스턴트 온’ 전송 기능이 결여되어 

있고 일부는 최신 모델의 경찰 순찰차에는 너무 커서 그 사용이 제한단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CJS 부책임자부책임자부책임자부책임자 Michael C. Gree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경찰 기관들은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이야에 대한 곤란한 결정에 종종 직면합니다. 우리 기사들은 그러나 

구기술 수리가 더 이상 비용 효과적이거나 실용적이지 않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그 전문 지식과 자원을 사용하여 지역 법집행 기관들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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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는 1999년에 마지막으로 지역 경찰 기관들을 위한 레이더 장비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DCJS 하이웨이안전기술계는 교체가 절실한 장비들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갖고 경우에 따라 장비들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수리할 장비를 갖고 

오면 하이웨이안전기술계 기사들은 수리하기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나 구식이라고 

간주되는 장비들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배급은 년중 지속될 것이며, 기관들은 각각 

1대씩 받습니다; 교체되는 장비들은 평균 20년이 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22개 기관들이 새 레이더 장비를 받았습니다: Cicero, Delhi, Fulton, Gowanda, 

Guilderland, Ithaca, Mt. Pleasant, South Nyack-Grandview 및 Whitestown 경찰서; 

Clinton, Erie, Franklin 및 Hamilton 카운티의 보안관실; Bear Mountain, Long Island, New 

York City 및 Niagara Falls의 뉴욕주 경찰; 주 환경보전부 제4 경찰 지구; 

메트로폴리탄교통청; SUNY Canton, SUNY Delhi 및 SUNY Plattsburgh 경찰서.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경찰서장협회경찰서장협회경찰서장협회경찰서장협회 회장이자회장이자회장이자회장이자 MTA의의의의 북부지구북부지구북부지구북부지구 지구장인지구장인지구장인지구장인 Stephen W. Conno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과속 단속은 우리 커뮤니티들의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찰서의 주요 책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첨단 

장비로의 업그레이드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기관들과 지자체는 납세자 돈이 

현명하게 지출되도록 항상 구입들에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우리는 Cuomo 지사께서 이 

보조금을 우선순위화하여 DCJS 하이웨이안전기술계 요원이 주 전역의 경찰 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기술 지식의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보안관협회보안관협회보안관협회보안관협회 회장인회장인회장인회장인 Herkim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보안관보안관보안관보안관Christopher Farb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모든 경찰관은 우리 교통 법률을 효과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일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장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통 법률 위반, 특히 과속 위반이 

자동차 사고, 무고한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부상 및 사망을 야기하는 것을 너무 종종 

봅니다. 카운티 예산은 우리 모든 주민들에게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옹색하기 

때문에 교통 법률을 시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증강하기 위한 주정부의 도움은 가장 

반갑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찰 기관들이 절실히 필요한 레이더 장비를 입수하도록 

도와주신 Cuomo 지사와 그의 법집행 요원들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하이웨이안전기술계 요원들은 기관들에 각 장비를 제공하기 전에 그것을 보정, 테스트 

및 인증합니다; 새 레이더 장비는 수령 부서의 재산입니다. 하이웨이안전기술계는 년 약 

420개의 경찰 기관들을 섬깁니다. 

 

시, 빌리지 및 타운 경찰서 및 보안관실 이외에 SUNY 경찰; 주립공원 경찰, 주 DEC 경찰 

및 MTA 경찰이 교체 장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자체 레이더 장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뉴욕주 형사정의과(www.criminaljustice.ny.gov)는 다부문 형사정의 지원 기관으로서 

뉴욕주 경찰과 제휴한 법집행관 교육; 전주 범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범인 이력 정보 및 

지문 파일의 유지; 주의 DNA 데이터뱅크의 행정적 감독; 보호관찰 및 커뮤니티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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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재정 지원 및 감독; 연방 및 주 형사정의 기금의 시행; 주 전역의 형사정의 

관련 기관들 지원; 및 주의 성범죄자 등록부 관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책임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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