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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안전벨트 착용(BUCKLE
UP NEW YORK)' 캠페인 발표
주지사 '뉴욕
착용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 운동은 전국적인 ''안전벨트 착용 위반시 벌금(Click It or Ticket)' 단속의 일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14일 동안 뉴욕 전역의 법률 집행
기관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와 승객을 단속하는 주 차원의 “뉴욕 안전벨트
착용(Buckle Up New York)”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단 몇 초만 투자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어린이 안전 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한다면 자신과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교통국의 미국 고속도로 안전관리국(NHTSA)에 따르면, 2011년에 사망한 21,253명의 승용차
운전자 중에서 52%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NHTSA는 또한
2011년에 안전 벨트는 뉴욕에서의 444명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11,949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뉴욕 안전벨트 착용(Buckle Up New York)”은 전국적인 “안전벨트 착용 위반시 벌금(Click It or
Ticket)” 단속 운동의 일환입니다. 올해의 캠페인 기간에 주 경계를 공유하는 법률 집행 기관은
“국경 단속반”이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 국경에서 안전벨트 착용 단속을 강화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벨트 없이 운전하거나 탑승했을 때 벌금을 부과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돌 사고시 부상과 사망을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고
차량국 국장 겸 주지사의 교통 안전 위원회 회장인 Barbara J. Fiala는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안전벨트 착용 비율이 9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와 승객이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할 때까지 캠페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 경찰 서장 Joseph A. D’Amico는 “안전벨트는 뉴욕주 주민의 생명을 구합니다. 안전벨트와
어린이 안전 벨트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운전자와 승객은 충돌 사고 발생시 심각한 부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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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 발생할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뉴욕주 경찰은 자동차 차량에
사용하는 안전 장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부상과 사망을 줄이고 운전자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알릴
계획입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Nirav R. Shah, M.D., M.P.H는 “차량 운전은 일상 생활의 일부이지만
사람들은 잠정적 위험을 알아야 하며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8세 미만의 아동은 어린이 안전
벨트 또는 부스터 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마다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뉴욕주 경찰청장 협회의 John Grebert 이사는 “뉴욕주 전체의 경찰청장과 법률 집행이관
책임자들은 Fiala 청장이 뉴욕의 안전벨트 준수율이 90% 이상을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공공 교육,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통해
이러한 캠페인이 성공을 거두는데 기여했습니다.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차량 충돌
사고의 사망율과 부상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법률 집행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부보안관 Peter Kehoe씨는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차량 충돌 사고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부상이나 사망할
확률이 3배나 높으며 외상성 뇌 손상으로 고생할 확률은 5배나 많다고 합니다. 안전벨트는 앞좌석
승객의 치명적 부상 위험을 45%나 줄여줍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통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관리국의 Thomas Louizou 지역 행정 담당자는, “안전벨트 착용 위반시
벌금(Click It or Ticket)은 가장 성공적인 안전벨트 착용 강화 캠페인이었으며 전국적인 안전벨트
사용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메시지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교통 안전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Transportation Safety)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겸 뉴욕주
어린이 승객 안전 옹호 위원회(New York State Child Passenger Safety Advisory Board) 회원인 Mark
Hoffacker씨는 “차량 충돌 사고는 1-12세 사이의 어린이의 주요 사망 및 부상 원인입니다.”
“부모들은 차량에서 자녀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 장치의 올바른
사용이 중요합니다. 차량의 모든 승객이 항상 올바르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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