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8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전역 과속 단속 시행 결과 발표  

  

과속 인식 주간에 21,428건의 과속 티켓이 주 전역에 발부  

  

기타 차량 및 교통법 위반으로 발행된 티켓 30,273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법 집행기관이 8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과속 인식 주간(Speed Awareness Week)에 과속으로 21,428건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경찰관들은 또한 음주 및 주의산만 운전에 대한 다른 차량 

및 교통법 위반으로 30,273건의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속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비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모한 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킬 것이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한 운전자들은 체포되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올해 집행 캠페인 기간에 발행된 티켓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티켓 수  

과속  21,428  

기타 위반  26,141  

안전띠 미착용  1,984  

음주운전  995  

운전 부주의  662  

차선양보법(Move Over Law) 위반  491  

                                                          총  51,701  

   

과속 주간은 매년 8월에 개최되며, 위험한 과속과 관련된 치명적인 충돌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과속으로 일어나는 대부분의 치명적인 충돌이 6월과 

9월 사이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연구에 따르면, 과속하는 운전자들은 다른 교통 

위반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올해는 뉴욕주에서 과속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버니 대학교 록펠러 

칼리지(University at Albany's Rockefeller College) 교통안전 관리 연구소(Institut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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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Safety Management and Research)의 예비 자료에 따르면 위험한 속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치명적인 충돌의 34%에 기여했으며, 2019년 같은 기간 중에는 

30%였습니다.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커미셔너이자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 위원장인 Mark J.F. Schroe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속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는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러한 전문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법률을 집행할 것입니다."  

  

Keith M. Corlett 뉴욕주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속 및 공격적인 운전을 

목표로 도로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매일 업무를 수행하는 주 경찰과 모든 법 

집행기관의 구성원들을 칭찬합니다. 과속은 치명적인 충돌의 주요 요인이며, 모든 

운전자가 게시된 속도 제한을 준수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촉구합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는 "과속 인식 

주간" 외에도 일 년 내내 다양한 교통안전 활동을 조정하고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안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는 

또한 법 집행기관을 위한 중요한 교육을 후원하고 십 대 운전자 및 부모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주 전체에 안전벨트 사용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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