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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4월 16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경찰이뉴욕주경찰이뉴욕주경찰이뉴욕주경찰이 과속운전과속운전과속운전과속운전 및및및및 난폭난폭난폭난폭 운전에운전에운전에운전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엄중단속엄중단속엄중단속엄중단속 활동을활동을활동을활동을 늘린다고늘린다고늘린다고늘린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과속운전이나과속운전이나과속운전이나과속운전이나 난폭운전난폭운전난폭운전난폭운전 시시시시 최고최고최고최고 1,000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벌금과벌금과벌금과벌금과 벌점벌점벌점벌점 11점을점을점을점을 받을받을받을받을 수수수수 있다있다있다있다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알려주는알려주는알려주는알려주는 난폭운전자를난폭운전자를난폭운전자를난폭운전자를 피하는피하는피하는피하는 요령요령요령요령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경찰이 뉴욕주 전역에서 과속운전 및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1주에 걸친 장기 단속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속 단속 주간” 

캠페인은 2014년 4월 17일에서 4월 24일까지 실시됩니다. 과속 및 난폭 운전에 대한 벌금은 거의 

1,000 달러에 이르고 운전면허 벌점은 최고 11점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무모한 운전으로 인해 너무나 자주 가족들이 불필요한 두통에 시달려왔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과속 단속 주간에 뉴욕주경찰은 뉴욕주 전역에서 법을 위반하고 

자신과 타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와 매주마다 저는 

운전자들께 운전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중요한 규칙과 생명을 구하는 규칙을 따라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캠페인과 연중 집행의 목적은 과속 관련 자동차 충돌 사고를 줄이고 뉴욕의 도로에서 운전자와 

승객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연중 단속 이외에 과속 단속 주간을 진행하는 한 주 

내내 모든 차량의 과속을 비롯하여 기타 교통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과속은 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그 숫자는 연중 모든 치명적 

충돌의 평균 1/3에 달합니다. 또한 경찰관은 올바르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차량 승차자,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을 위반한 운전자, 주의가 산만하거나 장애가 있는 운전자를 단속할 

것입니다.  

 

뉴욕의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유지하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으로 올해 주 예산에는 젊은 

운전자들의 운전 중 문자 발송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문자 발송으로 기소된 젊은 또는 신규 운전자들은 최초 위반 시 면허가 120일간 정지되고 두 

번째 위반의 경우 최소 1년간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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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은 운전 속도를 줄이는 것 만으로도 불필요한 사망과 부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라고 

뉴욕주 총경인 Joseph A. D’Amico가 말했습니다. “우리 경찰관들은 뉴욕 도로에 나가서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속도 제한 표시를 준수하고 과속에 주의를 기울이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단속 기간 동안 주요 고속도로에서 더 많은 경찰관이 단속을 시행할 것입니다. 표시가 없는 순찰 

차량도 단속에 참여합니다. 

 

뉴욕주 경찰이 단속하게 될 난폭한 운전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속  

• 잦은 또는 불안전한 차선 변경  

• 신호 준수 무시  

• 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는 행위  

• 우측 통행 무시  

• 교통 통제 무시 

• 음주 운전  

• 휴대폰/전자기기 사용 

 

난폭 운전자를 만났을 경우 행동 요령:  

• 침착함을 유지한다  

• 거리를 유지한다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추월하지 않는다 

• 안전한 상황에서 차선을 변경한다(주의를 살피지 않은 채 다른 차선에 뛰어들지 않는다)  

 

NY 주경찰은 난폭운전과 이른바 “도로 분노(road rage)”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차량을 

무기로 사용하거나 운전자 또는 운전자의 차량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같은 도로 분도는 

난폭운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행위이며, 법으로 폭력범죄로 다뤄야 합니다. 

 

2013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된 마지막 캠페인 기간 동안 뉴욕주경찰은 “과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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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에 9,600여건의 교통 위반 딱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과속 벌금은 45 - 975 달러에 이르며, 

위반한 과속 속도에 따라 최고 11점의 벌점이 추가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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