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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경찰관이 바디캠을 부착하도록 하고 법 집행 위법 행위 

조사국을 창설하는 법안에 서명  

  

법 집행의 책임 증진 및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될 새로운 법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든 뉴욕주 경찰관이 순찰 중에 바디캠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8493/A.8674) 및 법 집행 위법 행위 조사국(Law 

Enforcement Misconduct Investigative Office)을 개설하는 법안(S.3595-C/A.10002)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 집행기관과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간의 

관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뉴욕은 국가의 진보적인 수도이며, 우리는 

진정한 개혁을 제정하여 치안 유지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집행기관 간의 책임성을 

증진하며, 궁극적으로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날카로운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바디캠 사용 요구(S.8493/A.8674)  

이 새로운 법은 순찰 시 경찰이 사람이나 상황과 상호 작용, 모든 무력 사용, 모든 체포 

및 소환, 범죄가 의심되는 개인과의 모든 상호 활동, 사람 및 재산의 모든 탐색, 진행 

중인 범죄에 대한 전화, 대중 구성원과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는 조사 조치, 정서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상호 작용, 위험이 임박했음을 느끼거나 근무 시간을 문서화할 필요성을 

느끼는 모든 경우 순찰 차량을 떠나기 직전부터 녹화하도록 모든 뉴욕주 경찰 

순찰관에게 신체 부착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법은 법 집행기관이 

이러한 모든 상호 작용에 대한 동영상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Kevin Park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의가 너무 많이 

일어나며 경찰 공무원은 자신이 판사와 배심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바디캠은 

경찰과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간의 부족한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이 중대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Latrice Walk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주 경찰기관 중 하나로서, 대중에게 투명성과 책임감을 제공하기 위해 바디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최초의 기관에 속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과도한 권력이 사용될 때 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무력 사용" 사건의 수를 줄이고 법 집행기관과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간의 신뢰를 

복구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법 집행 위법 행위 조사국 창설(S.3595-C/A.10002)  

이 새로운 법은 법 집행 효과 향상, 공공 안전 증대, 시민 자유 및 시민권 보호, 헌법적 

보호 및 지역, 주, 연방법에 따르도록 보장, 법 집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하는 

목적으로 주의 경찰기관에 검토, 연구, 감사 및 권고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 집행 위법 

행위 조사국을 법학부(Department of Law) 내에 설립합니다. 또한 조사국은 모든 지역 

법 집행기관에 대한 주 전체의 위법 행위 불만을 처리합니다. 법 집행과 관련된 사망 

시에만 시행되는 특별 검찰과는 달리, 이는 모든 현지 법 집행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불만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 경찰기관의 경우, 주 정부 감사실장 및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gency, MTA) 감사실장 일반 및 

항만청(Port Authority) 감사실장은 법 집행 위법 행위에 대한 불만을 받기 위해 관할권을 

확장했습니다.  

  

Kevin Park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주 전역의 현지 법 

집행기관에 대한 일관된 감독을 보장하는 것은 이미 시행되었어야 합니다. 법 집행 위법 

행위 조사국은 현지 경찰이 개별 위법 행위 또는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탐지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관행 및 절차를 

개선합니다.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경찰 부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대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Al Taylo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인 및 라틴계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년간의 경찰 위법 행위와 과도하고, 종종 치명적인 무력은 지금까지 법 

집행기관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들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George Floyd, Breonna Taylor,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사망한 후에야 

미국은 이제 이를 해결하려고 나서서 진정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주 법무장관 사무실 

내에 법 집행 위법 행위 조사국을 설립하면 지방 검찰이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이 

경찰의 위법 행위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뉴욕 전역의 법 집행기관에 

필요한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져다줄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더 정당한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이 법안에 법에 서명하고 뉴욕이 형사 사법 제도의 불공평함을 

해결하는 길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6cb21ca-6af386a8-36c9d8ff-000babd9f75c-95d4b43bf1764114&q=1&e=3f3caca4-2986-4691-9078-e8a719ce5290&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A2B44AE3247070B28525858900647F7B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