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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여름철여름철여름철여름철 LONG ISLAND 지역에서지역에서지역에서지역에서 운전운전운전운전 중중중중 문자문자문자문자 메시지메시지메시지메시지 전송을전송을전송을전송을 단속하는단속하는단속하는단속하는 계획계획계획계획 발표발표발표발표 

 

주의가주의가주의가주의가 산만한산만한산만한산만한 운전자를운전자를운전자를운전자를 적발하는적발하는적발하는적발하는 비밀비밀비밀비밀 차량을차량을차량을차량을 특별특별특별특별 배치함으로써배치함으로써배치함으로써배치함으로써 단속단속단속단속 강화강화강화강화 

 

주주주주 경찰경찰경찰경찰, 7월월월월 4일일일일 공휴일공휴일공휴일공휴일 주말에주말에주말에주말에 약약약약 500건의건의건의건의 운전운전운전운전 부주의부주의부주의부주의 스티커스티커스티커스티커 발부발부발부발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경찰이 여름철 Long Island 지역에서 주의가 산만한 

운전자를 엄중 단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4일 공휴일 주말에 시작된 최대 1백만 

달러가 투입된 이 활동에는 순찰대의 법 집행 강화가 포함되며, 특히 주의가 산만한 운전가를 

적발하기 위해 어떤 표시도 없는 주 경찰 SUV를 사용한 비밀 단속이 포함됩니다.
 이 새로운 

캠페인은 올해 초 주지사가 산만한 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개시한 2가지의 주요 운동을 바탕으로 

하는데, 산만 운전에 대해 운전 면허에 3에서 5점으로 벌점을 높이고 젊은 층과 신규 운전자의 

산만한 운전에 대한 면허 정지 및 취소 기간을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은 뉴욕주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우리의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뉴욕주는 이번 여름철 이후에 운전자에게 안전한 

장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산만한 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번 조치로 뉴욕 주민들은 주 경찰이 

도로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뉴욕주 전체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의 비밀 업무 수행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비밀 순찰 업무는 특히 운전 중 문자 메시지 발송을 식별하고 벌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비밀 업무 수행 차량은 주 전역에서 증가한 차량 및 교통량 규제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 경찰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운전자를 더 간편하게 

적발하기 위해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CITE(Concealed Identity Traffic Enforcement) 차량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CITE 차량은 평균 차량보다 높게 설계되어 경찰관이 다른 차량 안을 살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개인을 적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 경찰의 CITE 차량단은 표시가 나지 않으며 

다양한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 속에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량에는 고강도 비상등도 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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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은 지난 7월 4일 공휴일 주말에 주 전역에 걸쳐 시작되었습니다.
 단속을 강화한 결과 주 

경찰은 이 주말에만 운전 부주의 스티커를 486건 발급했습니다. 

 

Patricia Groeber 주 경찰 부 감독관 현장 사령관은 “우리 경찰관은 매일 도로를 순찰하고 있고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의 위험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뉴욕의 도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이러한 차량이 운전 중 휴대 전화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운전자를 식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법 집행 도구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arl Marcellino 상원의원은 “전화로 몇 시간을 떠드는 10대 청소년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있으며 

이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느라 등을 구부리고 집중하는 10대 청소년의 이미지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들은 항상 문자를 보내고 있으며 운전 

면허증을 받은 이후에도 이들은 이러한 습관을 멈추지 않습니다. 통계는 걱정스럽고 치명적이지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는 뉴욕에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 금지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을 구하고 다른 주에도 본보기가 될 이 

획기적인 법을 시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준 주지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dward Hennessey 주 의회 의원은 “우리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이 가져올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법안(A.7739)을 통과시킨 의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이 새 

법의 목적은 젊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험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읽거나 보내야 

한다고 여겨지는 문자 메시지는 급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에 여러분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assau 카운티 행정관 Ed Mangano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 금지 법을 강화하기 위해 표적 

순찰대를 강화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assau 카운티 경찰국장 Thomas Vale은 “통계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 메시지는 우리 주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 부주의 법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Nassau 카운티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단속하는 주 경찰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운전 부주의는 위험한 관행이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저는 향후 휴대 

전화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Cuomo 주지사와 Mangano 카운티 

행정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5건의 충돌 사고 중 1건은 산만한 운전 때문입니다. 작년에 뉴욕주에서는 운전중 문자 

발송에 대해 3만 건 이상의 티켓을 발부했는데 2011년부터 23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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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뉴욕주에서는 44,000건 미만의 DWI/DWAI 체포가 있었으며 2011년보다 4% 감소한 

것입니다. 운전중 문자 메시지 전송은 매우 흔한 일이기 때문에 위험이 커집니다. 비밀 업무 수행에 

초점을 맞춘 이번 조치는 뉴욕주 운전자에게 운전과 휴대용 장치 사용은 동시 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자금은 기존 자원을 재배치하고 기존의 자산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AAA 입법위원회 John Corlett 회장은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와 전국의 도로에서 운전중 문자 

메시지 전송이 매우 보편화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만한 운전을 금지하기 위해 

주지사는 새로운 법률과 단속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법집행 업무와 공공 인식 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한 100만 달러는 불량 운전자를 적발하고 운전중 문자 메시지 전송의 위험에 대해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운전자에게 전화기를 내려 놓고 도로만 주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뉴욕 고속도로 및 도로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이 중요한 

사안을 위해 주지사가 노력해준 것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exting Awareness Foundation, Long Island 지역 옹호자인 Karen Torres는 오늘 주지사 기자 회견장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부주의한 운전을 하던 운전자에 의해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이 위험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상과 사망을 막으려면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이 주지사의 활동은 훌륭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스스로에게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이 얼마나 위험한지 반드시 교육해야 합니다. 이 입법을 

지지하고 향후 도로에서 자녀의 안전을 보장한 Cuomo 주지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제 

모든 뉴욕 시민들은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고 다음 세대 운전자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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