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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4월 24일 

CUOMO 주지사, 주의가 산만해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 
Up) 캠페인에 대한 요점 설명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 Up) 실시 첫 12시간 동안 150명 이상의 운전자가 티켓을 

받았습니다. 
 

2012년 운전시 전자 장치 사용으로 주 전역에 걸쳐 65,000 이상의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 Up) 시행 후 첫 12시간 동안 
휴대용 단말기 사용으로 150명 이상이 티켓을 받았음을 발표했습니다.  Kingston 지역을 순찰하는 
동안 1명의 주 경찰관이 8장의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주지사는 오늘Battery Park시에서 안전 운전 시민 단체 및 산만해진 운전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White Plains의 한 여성과 함께 휴대폰 및 기타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 Up) 캠페인의 런치에 대한 요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캠페인은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시작되어 2012년 4월 29일 일요일까지 계속 시행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2012년 첫 달에 운전 중 전자 장치 사용으로 65,000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티켓을 
받았음을 발표했습니다.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 Up)은 뉴욕 주 전역에 걸친 운전자들에게 운전하면서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디자인 되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산만해진 운전이 비극적인 결말을 이끈, 너무도 많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운전시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도로에서 눈을 떼어 더 
많은 인명이 불필요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강화된 1차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 Up) 시행 캠페인은 작년 추수감사절 휴일 
(Thanksgiving Holiday)에 걸쳐 시행되어, 이 기간 동안 뉴욕 주 경찰은 800명 이상의 운전자들에게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주지사의 교통 안전 위원회(Traffic Safety Committee)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관리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산만해진 운전관련 법령 시행 지원금 
(Distracted Driving Enforcement Grant)을 통해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 Up) 캠페인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보조금은 주 경찰이 순찰 리소스를 산만해진 운전으로 인한 문제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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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고, 그들의 관습적인 교통 안전 및 시행 노력을 보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강화된 집행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2011년 7월 운전 중 문자 메시지 보내기와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새 법안에 사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운전 중 휴대용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문자를 
보내는 등 행위를 주요 교통 위반으로 간주하여, 경찰관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운전자의 
운전을 멈출 권한을 부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 중 휴대용 장치 사용에 대한 벌점은 2점에서 
3점으로 올랐습니다. 
 
최근 연구는 전화 통화하는 운전자들이 충돌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4배 이상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운전자들의 행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 (BAC)의 최저 법적 한계 0.08인 음주 
운전자들의 행위와 같을 수 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 관리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작년에 산만해진 운전으로 3,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는 미국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유행성 현상 중 하나로 불립니다. 
 
뉴욕주 경찰국장 Joseph A.  D'Amico는, “휴대폰과 전자 장치는 우리 삶에서 흔한 물건들이 
되었습니다만, 운전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 Up)는 
운전자들에게 이의 위반이 뉴욕주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 허락되지 않을 것임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운전시 휴대폰이나 전자 장치를 사용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뉴욕 주 
경찰관으로부터 티켓을 받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량 관리부 위원이자 주지사의 교통 안전 위원회 의장인 Barbara J.  Fiala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새 문자 메시지 관련 법안 및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 Up)와 같은 증가된 시행 노력으로, 
뉴욕주는 산만해진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대중을 깨우치기 위한 주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력 아래, 뉴욕주는 산만해진 운전과의 전쟁 최전선에 서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ruway Authority 전무 이사 Thomas J.  Madison은,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 Up)가 실행 
중인 7일 동안 주 경찰은 운전자들이 손은 핸들에 두고, 눈은 도로를 주시하도록 확실히 할 강화 
조지를 취할 것입니다.  Thruway Authority는 운전시 휴대 장비의 사용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실제 도로 상에서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운전시 휴대폰으로 통화하다 사고로 부모님을 둘 다 잃은, White Plains 주민인 Jacy Good는 
주지사와 함께 기자 회견에 참석했습니다. 
 
Jacy Good는, “뉴욕주는 휴대폰으로 산만해지는 운전 관련 법률에 앞장 서 왔습니다.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 Up)과 같이 강력한 시행 이니셔티브와 결합된 강력한 법률 제정은 
도로에서의 행위를 바꾸고 생명을 구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데는 1주일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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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분들이 이번주에 새 습관을 시작하고, 도로상에서의 안전에 주안을 두는 문화로 바꿀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산만해진 운전으로 인한 무분별한 고통을 멈추고자하는 Cuomo 주지사의 
집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서비스 협회(AAA)의 입법 위원회 의장 John Corlett는, “주 전역에 걸쳐 산만해진 
운전을 엄중 단속해 왔으며, 운전 중 문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계속적으로 불필요하게 삶을 
파괴합니다.  저희는 이 곳 뉴욕 주내에서 산만해진 운전을 없애고자 고투하는, Cuomo 주지사의 
지도력을 찬양합니다. 전화 끊고 운전하기(Operation Hang Up)로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수 백 명의 
운전자들이 이미 티켓을 받았으며, 저희는 모든 운전자들이 뉴욕 주의 고속도로와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이 캠페인이 계속적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2년 운전 도중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한 데 대해 발행된 티켓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티켓 
개수 

ALBANY 1041 

ALLEGANY 40 

BRONX 3820 

BROOME 300 

CATTARAUGUS 224 

CAYUGA 73 

CHAUTAUQUA 430 

CHEMUNG 242 

CHENANGO 82 

CLINTON 159 

COLUMBIA 162 

CORTLAND 177 

DELAWARE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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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HESS 725 

ERIE 2177 

ESSEX 46 

FRANKLIN 73 

FULTON 82 

GENESEE 188 

GREENE 48 

HAMILTON 0 

HERKIMER 100 

JEFFERSON 175 

KINGS 12895 

LEWIS 43 

LIVINGSTON 134 

MADISON 204 

MONROE 1341 

MONTGOMERY 108 

NASSAU 1846 

NEW YORK 12022 

NIAGARA 510 

ONEIDA 370 

ONONDAGA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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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RIO 225 

ORANGE 1036 

ORLEANS 21 

OSWEGO 99 

OTSEGO 131 

PUTNAM 205 

QUEENS 11554 

RENSSELAER 297 

RICHMOND 1762 

ROCKLAND 682 

SARATOGA 594 

SCHENECTADY 208 

SCHOHARIE 29 

SCHUYLER 16 

SENECA 45 

ST LAWRENCE 578 

STEUBEN 241 

SUFFOLK 2352 

SULLIVAN 126 

TIOGA 78 

TOMPKINS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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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TER 843 

WARREN 230 

WASHINGTON 66 

WAYNE 155 

WESTCHESTER 2263 

WYOMING 53 

YATES 13 

합계 6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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