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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콜럼버스 데이(Columbus Day) 주말 동안 과속과 장애인 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주 및 지방 경찰 배치 발표  

  

시행 기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휴일 주말까지 안전하지 않은 운전 행위자를 
대상으로 단속 실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경찰이 현지 법 집행 기관과 팀을 이루어 과속 및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다가오는 콜럼버스 데이(Columbus Day) 주말에 특별한 

교통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콜럼버스 데이 캠페인은 10월 7일 

목요일에 시작되며 10월 12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순찰관들은 휴일 주말과 가을 

관광으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도로에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 집행 세부 사항은 웨스턴 뉴욕(A 구역), 노스 컨트리(B 구역), 시러큐스 

지역(D 구역), 캐츠킬 지역(F 구역), 그리고 주도 지역 (G 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운전대를 잡고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면, 손상되고 난폭한 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저는 법 집행 기관과 합류하여 모든 운전자에게 게시된 속도 제한을 

준수하고, 비상 및 유지 관리 차량으로 이동하며,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하지 말 것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게 행동함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무분별한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이동할 계획인 운전자는 음주운전 검문소와 추가 심신 미약 운전 순찰대 

검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 집행기관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와 기타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운전자들도 단속할 것입니다. 또한, 운전자는 비상 정지 및 도롯가에 정지한 

위험 차량을 위해 "비켜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단속 기간 내에 경찰관들은 법 위반 운전자를 더 쉽게 식별하기 위해 경찰 표식 차량과 

미표식 교통 단속(Concealed Identity Traffic Enforcement, CITE) 차량을 모두 사용할 

것입니다. 미표식 교통 단속(CITE) 차량은 경찰관들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을 더 

쉽게 검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일반 차량에 섞여 다니다가 비상등을 켜서 긴급 

차량의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Kevin P. Bruen 경찰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캠페인 기간 동안 주 경찰관들과 법 



집행 파트너들은 눈에 잘 띄고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할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 우리는 난폭 운전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커미셔너 겸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 위원장인 Mark J.F. 

Schroe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속과 음주 운전은 100% 피할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이며 도로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해 준 사법당국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콜럼버스 데이 단속 기간 동안, 주 경찰과 지방 법 집행 기관은 속도 위반으로 

11,618장과 음주운전으로 941장을 포함하여 총 44,016장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주 경찰은 모든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음주운전을 삼가며 운전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끄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탑승자 모두가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주요 목표는 안전하지 않은 운전 행동을 막고 교통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GTSC의 부분 지원을 받습니다. GTSC 및 뉴욕주 음주운전 예방 

재단(STOP-DWI Foundation)은 운전자들에게 '계획 세우기(Have a Plan)' 모바일 

앱을 애플, 안드로이드 및 윈도우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욕 

주민들은 이 앱을 통해 택시의 위치를 확인하여 호출하고 지정 운전자 목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과 벌칙, 그리고 주취 운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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