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4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정지 중인 스쿨버스를 무단 추월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안전 

정지 작전(OPERATION SAFE STOP)” 캠페인 발표 

 

운전자들에게 “전방에 아이들이 있으므로 빨간 사인에 정지하시오(Stop on Red, Kids 

Ahead)”를 알리는 새로운 게시판 캠페인(Billboard Campaign) 시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정지 중인 스쿨버스를 무단 추월하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단속과 공공 교육을 진행하는 캠페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정부와 주 전역의 

지방 법률 집행기관은 2017년 4월 27일, 목요일에 “안전 정지 작전(Operation Safe 

Stop)”에 참여하여 정지 사인을 켜고 정지하여 있는 스쿨버스를 무단 추월하는 

운전자들에게 운전위반 딱지를 끊을 것입니다. 주지사의 교통안전 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와 뉴욕 학생운송협회(New York Association for Pupil 

Transportation, NYAPT)는 2003년 10월부터 단속과 교육 기획에 협조하여 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 정지 작전 캠페인은 운전자들의 의식을 

높이고 그들이 도로 위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법을 준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으로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운전자들이 스쿨버스를 

가까이할 때 반드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5개의 경찰기관이 이 캠페인의 집행에 함께 했으며 많은 기관이 처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의 협조로 859건의 스쿨버스 추월 위반 딱지가 발행되었고 

1,547건의 기타 운전 위반 딱지가 발행되었습니다. 경찰은 학기 중에 매일 스쿨버스 

추월 위반 딱지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매년 한 번씩 하는 법 집행은 운전자들이 

아이들이 전방에 있을 때 켜져 있는 빨간 정지 신호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의 캠페인에는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새로운 게시판이 

포함되어 “전방에 아이들이 있으니 빨간 신호에 정지하시오”라는 메시지를 

되풀이합니다. 게시판 이미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뉴욕 학생 운송협회는 매달 버스 운전기사들한테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특정 요일에 정지 

중인 버스를 무단 추월하는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물었습니다. 3월에 진행한 

조사에 응답한 바에 의하면 주 전역에서 54,962명의 운전자가 해당 날짜에 스쿨버스를 

무단 추월했을 것을 협회는 추정합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오르내리는 버스의 탑승구 

https://dmv.ny.gov/dmv/stop-school-buses
http://www.safeny.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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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으로 추월하는 687명의 운전자가 포함됩니다. 

 

NYAPT 의 전무이사 Peter Mannella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쿨버스의 빨간 정지 

신호가 올려졌을 때는 우리는 성숙한 운전자들로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상시로 이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는 수천 명의 뉴욕시민은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번 안전 정지 작전의 날에 우리는 모든 뉴욕시민이 

아이들이 승차 혹은 하차함을 알리는 빨간 정지 신호가 켜져 있는 스쿨버스에 접근할 때 

이 아이들을 생각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위에 그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1천만 명의 운전자가 스쿨버스를 무단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국 스쿨버스위원회(American School Bus Council)의 보고에 따르면 

차량이 승하차 중인 스쿨버스를 추월할 때 3분의 2의 경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전 7시에서 8시 및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발생하는 학생 사망사고가 기타 

모든 시간대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스쿨버스 옆에서 사망사고를 당하는 아이의 3분의 1이 5세에서 7세 사이라고 미국 

스쿨버스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뉴욕주 차량관리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부국장 겸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 대리 회장 Terri Ega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쿨버스 

추월로 생기는 사망과 부상사고는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정지 신호가 켜져 있는 

스쿨버스가 학교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경우마저도 차량을 정지해야 함을 인지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뉴욕주 경찰 (New York State Police)청장 George P. Beach II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승하차 중인 스쿨버스를 무단 추월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극을 

초래합니다. 우리의 경찰관들은 매일 출동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모든 운전자한테 위반 

딱지를 끊음으로써 등하굣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운전자가 

스쿨버스를 볼 때마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정지 신호가 올려졌을 때 반드시 정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함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정지 중인 스쿨버스 무단 추월에 대한 범칙금은 초범에 대한 250달러부터 3년 사이에 세 

번 위반 경우에 최대 1,000달러까지입니다. 만약 3년 사이에 세 번 위반하면 최소 

6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탑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스쿨버스를 

무단 추월했을 경우 법원의 벌금형 외에 5점의 운전면허 벌점을 받습니다. 

 

뉴욕주의 교통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afeny.ny.gov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safeny.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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