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과속과 난폭 운전을 단속하기 위한 “과속단속 주” 캠페인 결과 발표 

 

뉴욕주 경찰, 한 주간의 캠페인 동안 21,000건이 넘는 교통위반 티켓 발부 

 

기획은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로부터 

자금 조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경찰이 6월의 “과속단속 주(Speed Week)” 

캠페인 기간에 21,864건의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수 교통 단속 기간에는 과속과 난폭 운전을 

단속하였습니다. 주 경찰은 9,456명의 과속운전 위반자들에 티켓을 끊었으며 음주 

운전자 268명을 체포하고 412명의 부상을 유발한 315건의 교통사고를 조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폭한 운전은 뉴욕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과 

승객들의 비극을 초래하고 삶을 바꾸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위험한 운전자들이 책임지게 

하고 우리주 도로의 지속적인 안전을 위하여 헌신한 주 경찰과 법 집행의 협력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2016년 6월의 과속 단속 주간 (Speed Week) 캠페인 기간에 주 경찰은 21,000건이 넘는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이 교통위반 티켓 중 10,000 건 이상은 과속 위반과 

관련된 것이고 600 건 이상은 주의가 산만한 운전에 대한 것이며 200 건 이상은 

차선양보법(Move Over) 위반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뉴욕주립경찰의 George P. Beach II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캠페인을 시행하여 운전대를 잡고 위험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운전자들이 두 번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운전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며 안전띠를 착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불필요한 비극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 경찰은 단속 중에 주의가 산만한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 및 도로 또는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는 응급 차량을 지나칠 때는 운전자들이 조심할 것을 요구하는 

“차선양보법(Move Over Law)”을 위반한 운전자도 단속했습니다. 



 

아래는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의 샘플 자료입니다. 

운전 부주의 695 

안전띠 미착용 1,346 

차선양보법 (Move 

Over Law) 위반 

383 

주 경찰은 휴대용 기기로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운전자들을 보다 잘 적발하기 

위해서 경찰 표시가 되지 않은 교통단속(Concealed Identity Traffic Enforcement) 

순찰차량을 활용함으로써, 고정된 음주단속지점과 미성년 음주운전자 단속 프로그램 등, 

주 전역에 걸친 정규적 순찰을 보완했습니다. 경찰 표시가 없는 이 차량들은 일상적인 

교통 흐름 속에 섞여 다니지만, 일단 비상등이 작동되면 비상 차량임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주 경찰이 단속한 지역별 캠페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경찰 

지역 음주운전 

체포 

(명) 

과속  운전 

부주의 

아동 

보호장구/ 

안전띠 

차선양보법 

위반 

총 

티켓 수 

(기타 위반 

포함) 

A 웨스턴 뉴욕 15 860 64 198 7 2,132 

B 노스 컨트리 11 481 29 60 24 1,501 

C 서던 티어 14 775 33 65 48 1,534 

D 센트럴 뉴욕 34 724 65 139 28 2,056 

E 핑거 레이크스 17 920 78 173 35 2,181 

F 허드슨 밸리 

북부 

44 1,337 84 143 46 2,734 

G 주도 지역 35 1,014 93호 169 19 2,326 

K 로어 허드슨 

밸리 

47 953 88 102 48 2,254 

L 롱아일랜드 30 535 80 121 9 1,820 

T 뉴욕주 

스루웨이(NYS 

Thruway) 

21 1,857 81 177 99 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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