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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뉴욕에서뉴욕에서뉴욕에서뉴욕에서 기록적인기록적인기록적인기록적인 안전안전안전안전 벨트벨트벨트벨트 사용을사용을사용을사용을 발표발표발표발표 
 

2015년년년년 92%가가가가 준수하여준수하여준수하여준수하여 6년년년년 연속연속연속연속 90% 이상을이상을이상을이상을 기록기록기록기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의 92%가 일상적으로 안전 벨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기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Albany 대학의 교통 안전 관리 및 연구를 위한 

연구소가 매년 실시한 뉴욕 주 안전 벨트 관측 조사에 따르면 안전 벨트 사용은 6년 

연속으로 90% 혹은 그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뉴욕이 미국 최초의 안전 벨트 법으로 이를 이끌었으며 이 새로운 수치들은 뉴욕 

주민들의 안전 벨트 착용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주의 지속적인 노력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이어나갈 

것이며 우리의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뉴욕은 Mario Cuomo 주지사 하에서 1984년에 처음으로 안전 벨트 법을 제정한 

주입니다. 뉴욕주는 우선 시행 주입니다. 이는 경찰관이 다른 위반을 관찰하지 않더라도 

안전 벨트 미착용에 대해 차량을 정지시켜 교통 티켓을 발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전 벨트 미착용의 벌금은 최고 $50입니다. 
 

국립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이 매년 진행한 국립 탑승자 보호 사용 

조사(NOPUS)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안전 벨트 사용 평균은 87%였습니다. 뉴욕은 

90%를 상회하는 안전 벨트 사용 비율을 보이는 1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중 

하나였습니다. 2014년 NOPUS는 법 집행이 다른 위반에 대한 차량을 정지한 경우에만 

티켓을 발행할 수 있는 “보조 법을 가진 주”에 비해 우선 법으로 지정된 주에서 안전 벨트 

사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DMV 집행 부국장 Terri Egan은 “우리의 기록적인 안전 벨트 사용 비율은 뉴욕 주민의 

대다수가 길에서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에서 벨트를 하는 간단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DMV와 주지사의 교통 안전위원회는 좋은 운전 습관을 

장려하고 가능한 한 안전한 우리의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을 계속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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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기록 안전 벨트 준수의 발표는 운전자와 승객에 의해 안전 벨트 사용을 장려하는 

몇 가지 최근의 주 전체 교육 및 시행 계획을 따릅니다. 
 

7월에 주 경찰과 뉴욕 주립 공원 경찰은 공원에서 2015 Buckle Up New York(BUNY)을 

위한 제휴를 하여 방문한 운전자와 승객들이 그들의 안전 벨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집행 

및 교육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국립 공원 서비스 법 집행 부문은 7월 11일부터 

26일까지에서 실행된 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주 경찰과 주립 공원 경찰은 Long 

Island와 Hudson Valley에 공동으로 세부 사항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은 어린이 승객 

안전 위반에 대한 1,220개의 티켓과 성인 안전 벨트 위반에 대한 499 티켓발행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뉴욕 주는 그것은 전국적인 Click It or Ticket(벨트 혹은 티켓) 

강제 동원에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 주 경찰, 카운티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은 표시 및 표시되지 않은 차량에서 적극적으로 체크포인트와 이동하면서 주의 

도로에서 안전 벨트를 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거의 25,000장의 

티켓이 성인의 안전 벨트 착용 위반으로 발행되었고, 2,500장이 어린이 승객 안전 위반에 

걸렸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로, 교통국(DOT)과 고속도로 당국은 캠페인을 통하여 

도로에 Click It or Ticket(벨트 혹은 티켓)라 쓰여진 메시지 보드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 GTSC는 생명을 위한 포드 운전 기술과 제휴하여 Niagara 카운티 교통 안전 

박람회에서 벨트 경쟁의 전투를 실시했습니다. 벨트의 전투는 4명의 청소년 팀 중 누가 

가장 빨리 벨트를 착용할 수 있는지 보는 릴레이 경주와 유사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경쟁입니다. 안전 벨트 사용의 교육 및 시행은 4월에 실시된 GTSC의 빈 의자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종합 교통 안전 캠페인은 댄스 파티와 졸업 시즌 동안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NHTSA에 따르면, 2013년에 9,580명의 벨트 미착용 탑승자들이  충돌 사고로 전국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뉴욕 주 보건국(DOH)은  매월 700명의 벨트 미착용 운전자들이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안전 벨트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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