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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스루웨이 (NEW YORK STATE THRUWAY)에서 

 “양보 이동 (MOVE OVER)” 법 집행 캠페인의 결과 발표 

 

뉴욕주 경찰, 5일간의 단속 기간 중 평상시 일주일간 위반 티켓 발부량의 4배에 해당하는 

230장의 위반 티켓 발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경찰이 5일간의 단속기간 동안 “양보 이동 

(Move Over)” 법 위반으로 통상적으로 1주일간 발부하는 일반적인 위반 티켓 건수의 

4배에 해당하는 230장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14일 

월요일부터 11월 18일 금요일까지 뉴욕주 스루웨이 (New York State Thruway)에서 

실시된 이 캠페인은 도로변에 정차한 법 집행기관 요원 및 응급 구조 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1년에 “양보 이동 (Move Over)” 법이 발효된 이래, 이 법은 더 

광범위한 종류의 차량을 포함하기 위해 차량 범위가 2배로 확대되었으며, 법 위반 

운전자들에게 77,000건 이상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초 구조대원들은 우리 운전자들과 

그들이 의존하는 도로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우리의 메시지는 크고 분명하게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찰관, 응급 요원, 기타 근무자들을 위험한 길로 몰아 넣는 무책임한 운전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로 법규를 집행하여 모든 뉴욕 주민들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뉴욕주 및 지역 법 집행기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접근하는 법집행 기관의 차량, 소방차, 구급차, 견인트럭, 건설 및 유지보수 차량이 

도로변에 정차할 경우, “양보 이동 (Move Over)” 법은 일반 운전자들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며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차량을 양보하며 이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뉴욕주의 “양보 이동 (Move Over)”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지사 교통 안전위원회 

(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가 제작한 새로운 공익광고 (Public Service 

Announcement, PSA)는 뉴욕주 스루웨이 (New York State Thruway)의 27군데 서비스 

지역 및 24곳의 차량 관리부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사무소 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 지역의 케이블 방송국 및 지상파 방송국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 등에서 

수천 번 재생되었습니다. 이 공익광고 (PSA)는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스루웨이 (Thruway)의 570마일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이 300만 번 

http://www.safeny.ny.gov/
http://www.safeny.ny.gov/
https://www.youtube.com/watch?v=74SgAZv89wE


이상 이동했습니다. 스루웨이 (Thruway) 직원, 뉴욕주 경찰 T 부대, 견인트럭 

운전기사들이 스루웨이 (Thruway) 도로변의 서비스 지역에서 수천 명의 고객들과 

대화하며 “양보 이동 (Move Over)” 법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0,000가지 

이상의 교육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뉴욕주 전 지역의 다양한 표지판에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7시부터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8시까지 알림 메시지를 표시하며,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27곳의 모든 스루웨이 (Thruway) 서비스 지역 내에는 포스터가 

표시되었습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 사이의 “양보 이동 (Move Over)” 법 위반 건수: 

 주도 지역 - 위반 티켓 57장  

 센트럴 뉴욕 - 위반 티켓 60장  

 허드슨 밸리 - 위반 티켓 96장  

 웨스턴 뉴욕 - 위반 티켓 17장 

 

Terri Egan, 차량 관리부 (DMV) 커미셔너 집행 대행 겸 주지사 교통 안전위원회 

(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 위원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최초 구조대원들은 우리 주의 도로에서 목숨을 내놓고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속도를 줄이면서 양보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입니다. 뉴욕주의 “양보 이동 (Move Over)” 법에 대한 이 최신 캠페인은 

뉴욕주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와 최초 구조대원들을 위한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공약을 실현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Bill Finch, 스루웨이 공사 (Thruway Authority) 전무 이사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뉴욕주의 “양보 이동 (Move Over)” 법에 대해 차량 운전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도로변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은 여러분처럼 하루 일을 마치고 단순히 퇴근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에 돌아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속도를 줄여 

차량을 양보 이동해서 그들에게 공간을 내어 줍시다.” 

 

George P. Beach II 뉴욕주 경찰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응급 구조대원들 및 

고속도로 근무자들과 관련된 불필요한 비극을 너무나 자주 우리의 고속도로에서 목격해 

왔습니다. 우리는 응급 구조 차량 및 유지보수 근무자들과 마주 칠 경우, 일반 차량 

운전자분들이 속도를 줄여 양보 이동하셔야 한다고 촉구드립니다. 뉴욕주 경찰관들은 

“양보 이동 (Move Over)” 법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우리 고속도로에서 일해야만 

하는 근무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Tom Brennan 엠파이어 스테이트 견인 및 복구 협회 (Empire State Towing and 

Recovery Associatio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사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일반 차량 운전자들에게 “양보 이동 (Move Over)” 법의 중요성에 관해 

널리 알리는 것에 대하여 Cuomo 주지사님과 교통 안전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달 혼잡한 뉴욕주 고속도로에서 2명의 견인트럭 운전기사를 잃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최조 구조대원들 또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행동을 막아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양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은 견인트럭 운전자와 최초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긍정적인 발걸음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오직 법 집행기관, 응급 또는 위험 차량에만 적용되던 뉴욕주의 “양보 이동 

(Move Over)” 법이 자원봉사 소방관, 구급차 요원을 포함해서 2016년 7월에 

확장되었습니다. 이 법규는 이제 파란색, 녹색, 붉은색, 하얀색 또는 호박색등이 달린 

차량에 적용됩니다. 이 확대된 법은 법 집행기관에 고속도로를 따라 일하는 

근무요원들의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법규 위반자들에게 벌칙을 주는 권한을 더 

부여합니다. 운전자들은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도로에서 반드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할 경우, 도로의 갓길에서 일하는 차량들 및 

인력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한 차선을 양보해야만 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쓰레기 및 재활용 트럭과 같은 위생 차량을 포함하여 “양보 이동 (Move Over)” 법을 

추가로 확장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발생한 최근의 치명적인 충돌사고로 인해 “양보 이동 (Move Over)” 

캠페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캐너조해리의 James Homkey씨는 몽고메리 

카운티의 스루웨이 (Thruway)에서 고장 차량을 지원하는 견인트럭 운전기사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10월 10일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습니다. 리틀 폴스의 Ronald C. 

Deming씨는 헤르키머 카운티의 스루웨이 공사 (Thruway Authority)를 위한 건설장비 

기사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10월 28일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Sprain Brook Parkway에서 일어난 사고를 조사하는 동안, 뉴욕주 경찰관을 일반 차량 

운전자가 충돌했습니다. Yonkers의 62세 운전자 Xhevalin Lala씨는 DWAI (Driving 

While Ability Impaired) 및 기타 교통 위반 뿐만 아니라 “양보 이동 (Move Over)”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뉴욕주 경찰관은 가벼운 부상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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