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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5월 19일 

 
CUOMO 주지사, “BUCKLE UP NEW YORK” (뉴욕주 안전 벨트 착용) 시행 캠페인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 및 승객을 엄중 단속하기 위해 
주 전역에 걸쳐 14일간의 “Buckle Up New York” (뉴욕주 안전벨트 착용)캠페인이 5월 21일 월요일 
뉴욕주 경찰에 의해 착수되어 6월 3일 일요일까지 계속됨을 발표했습니다.  
 
“안전벨트가 생명을 구한다는 증거는 분명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이 인명 구조 규범을 시행하는 데 관한 한 zero-tolerance (무관용) 정책을 취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아이의 안전벨트를 착용시켜 주는 데는 단지 몇 초가 걸릴 뿐이어서, 이 캠페인은 모든 
뉴요커들이 잠깐 짬을 내어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생명을 구할 것을 장려합니다.” 
 
이 14일간의 캠페인 기간 동안 주 경찰은 뉴욕주 전역의 약 400개 지방 법 집행 기구와 협력하여 
주의 안전벨트법 시행에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뉴욕주의 안전벨트법은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경찰관은 당신의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의 앞 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달러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내 16세 이하의 적절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한 명당 최대 1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운전자는 자신의 자동차 기록에 벌점 3점을 받습니다. 
 
주 경찰 서장 Joseph A. D'Amico는, “자동차 충돌 사고시 중상이나 사망 위험은 운전자와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현저히 증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주 전역의 주 
경찰관, 보안관보 및 경찰관들은 운전자와 승객이 안전벨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문소에서 
체크할 것입니다. 저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티켓을 받습니다 - 
안전벨트는 생명을 지켜줍니다.” 
 
차량 관리부 위원이자 주지사의 교통 안전 위원회 의장인 Barbara J. Fiala는, “차량이 사고를 당한 
경우, 안전벨트 착용은 부상 및 사망을 방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많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할 때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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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uway Authority 전무 이사 Thomas J. Madison은, “안전벨트법을 준수하여 생명을 지킵시다. 앞 
좌석에 앉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앞 또는 뒤 좌석의 16세 이하 모든 
어린이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8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은 뉴욕주내에서 자동차에 
탑승할 때 적절한 어린이용 안전벨트 장치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교통 안전 위원회는 전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 위원회로부터의 보조금을 통해 “Buckle Up 
New York” 캠페인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 보조금은 주 경찰이 주 안전벨트법의 위반에 대한 순찰 
리소스에 집중하여 전통적인 교통 안전과 시행 노력을 보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주 경찰은 매년 
2차례씩 8년간 “Buckle Up New York” 캠페인을 실행해 왔습니다. 2011년 5월 이니셔티브 동안 주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19,636 장의 안전벨트 관련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2011년 주 안전벨트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발행된 티켓은 주 경찰에 의한 80,697장을 포함해 총 306,693장에 이릅니다. 
 
운전자 안전 관련 추가 정보는 Thruway Authority 웹사이트: 
http://www.thruway.ny.gov/travelers/safety/drivingsafetytips.html 및 주지사의 교통 안전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http://www.safeny.ny.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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