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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작업 구역(WORK ZONE) 단속 확대 기간 중 뉴욕주 경찰이 14,000건
이상을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
"오퍼레이션 워크 브레이크(Operation Work Brake)"는 주 전역의 뉴욕주
고속도로(NYS Thruway) 및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작업
구역(Work Zones)까지 확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해의 "오퍼레이션 워크 브레이크(Operation Work
Brake)" 기간 중 14,000건 이상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퍼레이션 워크
브레이크는 고속도로 건설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뉴욕주 경찰(State Police) 및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과 협조하여 작업 구역 내 난폭
운전의 위험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입니다. 올해의 단속은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주 전역의 뉴욕주 교통부(NY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작업 구역도 단속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초 교통부(DOT) 작업자 한 명을 잃은 후,
우리는 운전자들에게 작업 구역 안전이 작업자, 운전자, 통행자 모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뉴욕주 단속반(State Troopers)은 우리의 작업 구역 내부 및 주변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순찰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뉴욕주 경찰청(State Police) 경찰서장 대행인 Keith M. Corlett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속도로 및 작업 구역은 근무하기에 위험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작업
구역 및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속반(Troopers)은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 및 교통부(DOT)의 우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작업 구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들도 길에서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이며 갓길에서
비상 또는 유지 인력을 보았을 경우에는 비켜가거나 안전거리를 지키는 등의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업 구역에서의 과속 및 주의산만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적발할 것입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Matthew J. Driscoll 상임이사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업 구역 안전보장은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을 비롯해, 고속도로에서
일하는 남성 및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의 '오퍼레이션 워크
브레이크(Operation Work Brake)'는 매일의 안전을 위한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경찰(State Police)과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도로에서 작업하는 직원 및 첫
응답자들이 매일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Todd Westhuis
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속도로 작업자 및 비상 작업자들은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목숨을 내놓고 근무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들에게 작업 공간을 주지 않는 운전자들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심각한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주신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및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State Thruway Authority)의 파트너께 감사드립니다.
작업 구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모두가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연방 고속도로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17년 799명 이상이
작업 구역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중, 132명은 작업자들이었으며, 3명은 뉴욕 작업
구역에서 사망했습니다. 올해 3월, 뉴욕주 교통부(NY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작업자 한 명이 티오가 카운티의 작업 구역에서 트랙터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다음은 주 전역에서 적발된 단속 사항의 상위 분류의 상세 내용입니다.
차선양보법 위반
411
과속
5,225
작업 구역 과속
683
운전 부주의
579
단속반(Troop T)은 올해 캠페인 기간 중 뉴욕주 고속도로(NYS Thruway)에서 2,673건
이상을 적발했으며, 이는 2018년에 비해 300건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