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속도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SPEED CAMERA 

PROGRAM)을 재개하기 위해 뉴욕시에 비상 사태(STATE OF EMERGENCY) 선포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비상 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하고, 속도 감시 

카메라 법안의 한시적인 일몰 조항 중지 

 

주지사,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뉴욕시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도 지시 

 

 

뉴욕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무대책으로 일관한지 수개월이 지난 후 다음 주에 새 

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에서 비상 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하고 속도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speed camera program)을 

재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뉴욕시에 부여하기 

위해 속도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speed camera program) 법안의 일몰 조항을 

한시적으로 중지합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또한 2018년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뉴욕시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지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보다 정치를 우선시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멍하니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부끄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새 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속도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speed cameras program)을 재개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공약에 협력해 주신 de Blasio 뉴욕시 시장님과 Johnson 뉴욕시의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특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 인명을 구하는 속도 감시 카메라 법안을 완전히 통과시켜 

주기를 계속 촉구합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Executive_Order_188.pdf


 

 

 

지난 7월에 Cuomo 주지사는 속도 감시 카메라가 인명을 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최근 데이터와 연구의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추가 연구에 따르면 2014년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매년 자동차로 

사망하는 어린이 수가 18 명에서 8 명으로 10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자신의 프로그램 법안을 도입하며 속도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의회는 2018년 입법 심의회에서 유사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들이 다음 주에 문을 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해야 합니다. 뉴욕주 상원은 

올버니로 돌아가 뉴욕시 학교 주변의 속도 감시 카메라 운영을 허용하는 법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속도 감시 카메라는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인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치적인 행위는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주지사님과 

함께 주의회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Governor's Executive Order) 사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88 호 

 

행정 명령 

 

뉴욕시 내의 학교 안전 구역에서 과속 차량으로부터 어린 학생을 보호하는 명령 

 

속도 위반을 기록하고 단속하기 위해 카메라 기술을 사용하여 학교 안전 구역 내 

고속도로 안전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뉴욕 차량 교통법 1180-b 조항을 

2013년에 성문화한 2013년 뉴욕주 법 제189조에 본인이 서명했기 때문에,  

 

2014년에 뉴욕시 전 지역의 학교 안전 구역 140 곳에 속도 감시 카메라의 배치를 

승인하는 위에 언급된 법에 대한 개정안에 본인이 서명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속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후 학교 안전 구역에서 일일 속도 위반 티켓 

발부율이 카메라가 처음 설치된 달의 104 건에서 최근 달의 35 건까지 60 퍼센트 이상 

감소했으며 반복 위반자는 발부된 티켓 중 19 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한 속도 감시 카메라 설치 후, (1) 총 충돌 사고가 2,870 건에서 2,442 건으로 15 

퍼센트 감소하고, (2) 부상자 수가 2,182 명에서 1,873 명으로 17 퍼센트 감소했으며, (3) 

사망자가 18 명에서 8 명으로 55 퍼센트 감소하여 충돌사고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peed_Camera_Analysis_Final.pdf


 

 

 

2013년 뉴욕주 법 제189조 제15항 (속도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 수립)이 제공한 

뉴욕 차량 교통법 1180-b 조항이 2018년 8월 30일에 법으로 폐지되고, 2014년 뉴욕주 법 

제43조 제12항(뉴욕시 속도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 확장)이 2018년 7월 25일에 법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2018년 6월에 뉴욕주 상원이 앞에서 언급한 법들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8년 입법 회기를 중단하여, 따라서 카메라 기술을 활용하여 학교 안전 구역의 속도 

위반을 기록하고 단속함으로써 어린 학생, 가족, 교직원들을 시범적, 성공적으로 보호한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고, 돌보며, 보호해야 하는 장소와 같은 곳에서 심각한 

신체적 상해와 사망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그러한 어린 학생들에게는 

교육과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학교에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 뉴욕주 경찰 및 뉴욕주 교통부는 뉴욕시의 속도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이 종료될 경우 뉴욕시의 어린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 직원, 자원 

봉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보행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당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보행자 사망 및 심각한 부상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뉴욕시 학교가 문을 열고 학교 안전 구역 내에서 어린이 및 보행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뉴욕시의 시장 및 시의회가 어린이들에게 임박한 위험이 닥치고 공공 안전 비상 

사태가 존재한다는 지방 정부의 신념을 입증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로써 재해 비상 사태가 발생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뉴욕주 헌법과 행정부법 28 항에 의거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본인은 

이로써 뉴욕 카운티 경계 범위 내와 킹스, 퀸즈, 브롱크스, 리치먼드에서 이 일자를 

발효일로 하여 뉴욕주 재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또한, 뉴욕주 재해 비상사태 기간 동안 모든 기관의 법규, 지방 정부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 또는 그 일부의 특정 조항이 재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막거나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행정부법 2-B조의 29-a항에 의해 그 조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명령이 발행된 일자로부터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뉴욕 차량 교통법 1180-b 조항에 따라 개발된 학교 안전 구역을 위한 

카메라 기반 속도 단속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다음과 같은 모든 조항들을 일시 

정지합니다.  



 

 

 

A. 그러한 법의 만료 및 차량 교통법 1180-b 조항의 폐지와 관련한 2013년 뉴욕주 법 

제189조 제15항의 그러한 부분, 그리고 

 

B. 차량 교통법 1180-b 조항의 하위 (a) 조항의 제1항의 만료 및 폐지와 관련된 2014년 

뉴욕주 법 제43조 제12항의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한, 뉴욕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이로써 이 

프로그램이 2018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이 행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을 뉴욕시에 제공할 것을 뉴욕주 

자동차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지시합니다. 

 

이천십팔년 팔월 이십칠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이 명령을 

발령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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