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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경찰(STATE POLICE) 과속 단속 발표
'속도 주간(Speed Week)' 단속 캠페인 6월 12일까지 진행

과속, 매년 뉴욕주 치명적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작업 구역 순찰 및 차선양보법(Move Over Law)
위반 단속 진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특별 교통 단속 주간 계획으로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이 과속 및 난폭 운전자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속도 주간(Speed Week)' 단속은 6월 6일에 시작되었으며 6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경찰관들은 또한 고속도로 작업 구역에서 활발히 순찰할 예정이며 뉴욕의
'차선양보법(Move Over Law)'을 위반하는 운전자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과속 및 난폭 운전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것은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며 과속은 뉴욕주에서 매년
치명적 충돌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정부는 모든 운전자가
안전을 최우선사항으로 삼고 속도 제한을 지키며 전자 장비를 내려놓고 긴급 차량이나
고속도로 옆에서 작업자를 보면 차선을 양보하시길 촉구합니다."
Keith M. Corlett 뉴욕주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름의 바쁜 이동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운전자들이 과속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경찰관들은 이 교통 단속 기간과 여름 운전 피크 기간 내내 활발히
순찰하여 운전자들이 게시된 속도 제한을 따르는지 확인하고 난폭 운전자들을 도로에서
없앨 것입니다."
Mark J. F. Schroeder 뉴욕주 자동차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커미셔너 겸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지사님과 함께 모든 운전자가 속도
제한을 따르고 절대 주의가 흐트러지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과속은 피할 수 있는 운전 범죄로, 위험하며 도로의 모든 이를 위험하게 합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는 법 집행기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 캠페인 기간 및 일 년 내내 도로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과속은 뉴욕주내 모든 치명적 충돌의 거의 1/3을 차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버니 대학(University at Albany)의 교통안전관리 및 연구 협회(Institute for
Traffic Safety Management and Research, ITSMR)에 따르면 2017년 뉴욕주에서 과속
관련 충돌 사고로 301명이 사망하고 18,17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국립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교통 사고가 3세에서
33세 사이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속도 주간(Speed Week)' 단속 동안 경찰관들은 표식된 주 경찰 차량 및 위장 교통
단속(Concealed Identity Traffic Enforcement, CITE) 차량을 사용할 것입니다. 위장
교통단속(CITE) 차량을 이용하면 경찰관들이 운전 중 법을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량은 일반 차량에 섞여 다니다가 비상등을
켜서 긴급 차량의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연중 단속 이외에 과속 단속 주간을 진행하는 한 주 내내 모든 차량의 과속을 비롯하여
기타 교통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관들은 또한 부주의한 운전자나
음주 운전자,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은 차량 동승자, 뉴욕주 차선양보법(Move Over)을
위반한 운전자를 포함해 다른 교통 위반사항들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2018년 6월 속도 주간 캠페인 중 주 경찰관은 총 24,581개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과속
11,380건, 부주의 운전 673건, 차선양보법 (Move Over Law) 위반 388건을 포함합니다.
시속 55마일(mph) 제한 속도 고속도로 속도위반 벌금 또는 시속 65마일(mph)이라고
표시된 지역 속도위반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속도에서 1 - 10 mph – 최소 45달러/최대 150달러
제한 속도에서 11- 30 mph – 최소 90달러/최대 300달러
제한 속도에서 31 mph 이상 – 최소 180달러/최대 600달러
2번째 위반 시
제한 속도에서 1 - 10 mph – 최소 45달러/최소 300달러
제한 속도에서 11- 30 mph – 최소 90달러/최대 450
제한 속도에서 31 mph 이상 – 최소 180달러/최대 750달러
3번째 위반 시
제한 속도에서 1 - 10 mph – 최소 45달러/최대 525달러
제한 속도에서 11- 30 mph – 최소 90달러/최대 675달러
제한 속도에서 31 mph 이상 – 최소 180달러/최대 975달러

법원 할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운 또는 빌리지 법원 - 93달러
기타 법원(시 교통 법원, 등) - 88달러
위반 벌점 구조:
제한 속도에서 1 - 10 mph = 3점
제한 속도에서 11 - 20 mph = 4점
제한 속도에서 21 - 30 mph = 6점
제한 속도에서 31 - 40 mph = 8점
제한 속도에서 40 mph 이상 = 11점(운전 정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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