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4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립경찰 (STATE POLICE)의 전화기사용 단속 작전 (OPERATION 

HANG UP) 집행 기간 동안의 결과 발표 

 

주의 산만한 방심운전 단속을 위한 2,000 장의 티켓을 포함하여 15,000 장 이상 발부된 

교통법규 위반티켓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립경찰 (New York State Police)이 운전 중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전화기사용 단속 작전 (Operation Hang 

Up) 교통 집행 기간 동안 15,000 장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티켓을 발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캠페인은 4 월 6 일부터 4 월 10 일까지 전국 방심운전 인식의 달 

(National Distracted Driving Awareness Month)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가 산만한 방심운전은 너무나 자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주정부는 이러한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뉴욕주 전 지역의 도로 및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무모한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와 부단한 단속을 시행 중인 

주립경찰 (State Police)과 현지 법 집행 기관들을 격려합니다.” 

 

주립경찰관들은 주의가 산만한 방심운전 2,005 건, 과속 4,487 건, 차선양보법 (Move 

Over Law) 위반 148 건, 안전벨트 착용 위반 596 건 등을 포함하여 총 15,104 건의 

교통법규 위반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주립경찰관들은 또한 음주 운전 (Driving While 

Intoxicated, DWI)으로 206 명을 체포했으며 1 명이 사망하고 171 명이 부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한 129 건의 개인 상해 유발 충돌 사고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립경찰관들은 이 단속의 일환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더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해 주 경찰 표식 차량과 미표식 교통 단속(Concealed Identity Traffic 

Enforcement, CITE)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주립경찰관들이 미표식 교통 단속(CITE) 

차량을 이용할 경우 운전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보다 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일상적인 이동 차량에 섞여 다니지만, 일단 비상등을 켜면 긴급 차량으로 그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이 캠페인은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 (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George P. Beach II 뉴욕주립경찰 (State Police)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 

안전은 주립경찰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일 도로에 나가고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한 방심운전은 과속 또는 

음주나 약물중독 운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며 차량 충돌 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운전 중에 

휴대용 전자 기기를 사용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 교통법규 위반티켓이 발부될 것입니다.” 

 

Terri Egan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 (GTSC) 위원장 대행 겸 자동차부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집행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우리의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립경찰관들과 지역 법 집행 기관에게 감사드립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충돌 사고는 주의 산만한 순간의 방심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 행위는 정말로 가치가 

없는 행위입니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차를 정차시킨 후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전화기사용 단속 작전 (Operation Hang Up) 캠페인 동안, 뉴욕주 경찰은 

방심운전으로 인해 발부된 교통법규 위반 티켓 2,000여건을 포함해 18,000여건의 

티켓을 발부하였습니다. 발부된 티켓 수는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 없이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자 기기를 사용한 건을 합친 숫자입니다.  

 

주립경찰대가 분류한 캠페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경찰 지역 부주의한 
운전 

과속  음주운전 
체포 
(사람 수) 

아동 
보호장구/ 
안전띠 

차선양보법 
위반 

합계 
딱지 건수 
(기타 위반 
포함) 

A Western 
New York 

144 472 17 86 3 1,336 

B North 
Country 

41 178 15 26 4 796 

C Southern 
Tier 

44 383 14 13 8 891 

D Central 
New York 

124 354 19 48 17 1,287 

E Finger 
Lakes 

184 466 19 107 6 453 

F Upper 
Hudson 
Valley 

699 390 36 78 17 2,063 

G Capital 
Region 

222 495 21 74 18 1,507 



K Lower 
Hudson 
Valley 

178 401 22 42 17 1,244 

L Long 
Island 

152 265 22 48 6 1,185 

NYC New York 
City 

25 14 0 15 2 944 

T NYS 
Thruway 

192 1,069 37 59 50 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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