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7/6/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는 뉴욕에서 부주의 운전을 타파하기 위한 AVIS BUDGET 그룹과 새로운 

제휴를 발표 
 

운전 책임감의 중요성에 대한 공익 광고 시작 
 

여기 와 여기에서 공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부주의 운전을 줄이기 위해 차량 대여 
서비스의 선도적인 글로벌 공급 업체인 Avis Budget 그룹과의 새로운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운전자, 승객,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들이 운전 중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자사용을 강조하는 공익 광고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계약의 
일환으로, Avis Budget 그룹은 고객이 뉴욕 주에서 Avis 렌터카 혹은 Budget 렌터카 
차량을 임대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약 확인 페이지에서 공익 광고를 게시할 
것입니다.  
 
“이 제휴를 통해, 우리는 이 메시지가 더 분명하고 크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부주의 
운전은 무모하며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며 뉴욕의 도로에서 있어서는 안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발표는 부주의 운전의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주신 Avis 
Budget 그룹에 감사를 보냅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자신의 휴대폰을 내려 놓고 
조심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하기를 바랍니다.”  
 
2011년과 2014년 사이에, 주에서 문자 위반으로 인해 발행된 티켓의 수는 약 
9,000개에서 76,000개로 744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운전하면서 휴대 전화 메시지를 
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은 뉴욕에서 주의 휴대 전화와 문자 법률의 위반에 
부과된 처벌과 벌금을 높이기 위해 뉴욕의 많은 입법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법에 따라 보호 관찰 또는 청소년 운전면허 또는 학습자에게 허가된 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휴대 전화 및 문자 메시지 위반에 대한 첫 판결 이후 120일 간의 운전 면허를 
잃게 되며 그 후의 판결은 6개월 이내의 면허 복원으로 1년 폐지 결과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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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QtnDBVclQVY
https://www.youtube.com/watch?v=vtkiEL4wHEg


휴대 전화 및 문자 메시지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1차 위반인 경우 50 달러에서 
200달러이며, 18개월 내의 2차 위반에 대해 250 달러이며 또 다음 18개월 이내의 3차 및 
차후 위반에 대해서는 450 달러입니다. 휴대 전화나 휴대용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용 운전자들은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주의 운전으로 인해 매일 전국에서 1,100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운전 면허 시험장 부국장 Terri Egan가 말했습니다. “이 PSA가 부주의 
운전의 위험에 대해 개인들을 교육하여 운전자들이 다른 것이 아닌 도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문자 메시지나 전화는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익숙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 대여의 상황에서 부주의 운전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라고 Joe Ferraro Avis 
Budget 그룹 미국 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에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주민들에 
대해 혜택이라고 믿는 이 노력을 위해 Cuomo주지사에 우리의 전체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익 광고는 주의 소셜 미디어 채널 및 방송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됩니다. 주정부의 
음주운전 퇴치 노력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 518-474-
5111로 전화하거나 http://www.safeny.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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