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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높이 및 무게 제한 법률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가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에 포함된다고 발표  

  

본 법안은 교량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특대형 차량 및 제한 차량을 엄중 단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에 높이 및 무게 제한을 위반하고 교량과 충돌을 입힐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벌금을 늘리는 새로운 법안이 포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제한을 

위반하는 소유주와 운전자는 상당한 벌금과 차량 등록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량 충돌은 실제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며 용납할 

수 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 문제를 야기하며, 최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려 공공 안전을 위협합니다. 뉴욕주는 이 새롭고 더 강력한 처벌로 이러한 

충돌 사고의 빈도를 줄이고, 도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에 따르면 차량이 교량에 충돌하는 

사례가 뉴욕주 전역에서 매년 약 150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한 도로 혼잡, 견인, 청소 및 

이러한 교량 충돌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뉴욕주 연간 총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행정부 예산에 포함된 새로운 법안은 높이가 과도하게 높고 과적한 차량이 법을 

위반하여 운전할 때 뉴욕주 고속도로와 교량 시스템에 미치는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제한합니다.  

  

이 제안에 따라, 새로운 벌금과 처벌은 중량 등급별로 분류되어 10,000파운드 미만, 

10,000파운드에서 26,000파운드 사이, 26,000파운드 초과로 나뉩니다. 벌금/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0파운드 미만 

o 첫 번째 위반 - 250달러 및/또는 15일 수감  

o 18개월 이내에 두 번째 위반 - 500달러 및/또는 45일 수감  

o 18개월 이내에 세 번째 위반 - 750달러 및/또는 90일 수감  



 

 

• 10,000파운드에서 26,000파운드 사이 

o 첫 번째 위반 - 1000달러 및/또는 15일 수감  

o 18개월 이내에 두 번째 위반 - 1500달러 및/또는 45일 수감  

o 18개월 이내에 세 번째 위반 - 2500달러 및/또는 90일  

• 26,000파운드 초과 

o 첫 번째 위반 - 5000달러 및/또는 15일 수감  

o 18개월 이내에 두 번째 위반 - 7500달러 및/또는 45일 수감  

o 18개월 이내에 세 번째 위반 - 10,000달러 및/또는 90일 수감  

  

높이 제한 초과 차량에 대한 새로운 벌금/처벌  

• 첫 번째 위반 - 5000달러 및/또는 30일 수감  

• 두 번째 위반 - 7500달러 및/또는 60일 수감  

  

또한, 2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차량(또는 달리 정의된 차량) 위반 시 소유자 등록이 1년 

동안 중단될 수 있습니다.  

  

26,000파운드 미만의 차량에 대한 과적 차량의 현재 제한, 벌금 및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위반 - 250달러 및/또는 15일 수감  

• 두 번째 위반 - 500달러 및/또는 45일 수감  

• 세 번째 위반 - 750 및/또는 90일 수감  

  

26,000파운드를 초과한 과적 차량의 현재 벌금 및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위반 - 350달러 및/또는 15일 수감  

• 18개월 이내에 두 번째 위반 - 700달러 및/또는 45일 수감  

• 18개월 이내에 세 번째 또는 차후 위반 - 1000달러 및/또는 90일 수감  

  

높이 제한 초과 차량에 대한 현재 벌금/처벌  

• 첫 번째 위반 - 200달러에서 500달러 및/또는 30일 수감  

• 두 번째 위반 - 500달러에서 1000달러 및/또는 60일 수감  

  

작년 Cuomo 주지사의 예산에 운전자들에게 즉각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이중 적외선 

빔, 오디오 벨, 깜빡이는 신호등이 달린 경고 사인 등 최신 기술 및 자동 장치를 



 

 

배치함으로써 뉴욕주 전역 파크웨이에서 다리 충돌을 완화할 2,500만 달러가 

포함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현재 올봄에 시작되는 다가오는 교통부 자본 프로그램과 일치하도록 

프로그램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킹 스트리트 브리지(King Street Bridge)에서 180만 

달러의 교량 충돌 방지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낮은 교량에 

초과 높이 차량 감지 시스템과 추가 경고 표지를 설치했습니다. 이 다리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0회 차량 충돌이 발생해 뉴욕주 어떤 곳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 교통부는 롱아일랜드 파크웨이에 8개의 높이 제한 초과 차량 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43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롱아일랜드 전역에 이러한 억제 

시스템 수를 두 배인 16개로 늘렸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교통부는 지역 교량 충돌 태스크포스(Bridge Strike Task 

Force)의 일원으로 허친슨 리버(Hutchinson River), 쏘 밀 리버(Saw Mill River), 크로스 

카운티 및 스프레인 브룩(Sprain Brook) 파크웨이 및 경사로 입구의 새로운 표지판 및 

노면 마킹을 설치했으며 허친슨 리버 파크웨이(Hutchinson River Parkway) 입구 

경사로에 과적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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