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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보행자 안전 강화 활동의 결과 발표 

 

뉴욕주 전 지역의 경찰 기관 1,285장의 티켓과 1,416장의 경고문 발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 지역의 경찰기관에서 보행자 안전 강화 캠페인의 

결과로 1,285장의 티켓과 1,416장의 경고문을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발부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강화 기간인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1억 1천만달러 규모의 종합 

보행자 안전 대책을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활동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우리의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돕도록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대책을 위해 우리에게 협력하고 있는 이 26개 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들, 

그들의 지속적인 경계활동, 모든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칠 줄 모르는 업무 수행에 

찬사를 보냅니다.”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 보조금을 투자해서 진행한 2주간의 캠페인 기간동안, 뉴욕주 

북부지역과 롱아일랜드를 합친 전 지역의 26개 지역사회의 현지 지역 경찰기관들은 

경고장, 티켓, 유용한 정보가 담긴 카드 등을 법 위반이 적발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나누어주면서 분주한 보행자 거리를 순찰했습니다. 

 

경찰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1,416장의 경고문을 발부했고, 보행자 안전 관련 

위반에 대해서 520장의 티켓을 발부했으며, 다른 위반에 대해서는 765장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2주간의 집중 강화 기간 동안, Suffolk 카운티 경찰국과 함께, 

보행자 안전 정보문 3천장을 나누어 주고, Buffalo 경찰국과 함께 1천 5백장을 나누어 

주며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안전 교육 캠페인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See! Be Seen!” (보시오! 

드러 내시오!) 메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Matthew J. Driscoll, 뉴욕주 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가장 취약한 도로 

사용자인 보행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 혼자서는 불가능 

합니다. 보행자 안전법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주도해서, Cuomo 주지사는 우리 지역이 

좀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 변모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법 집행 강화는 3가지 활동 - 공학, 법 집행, 교육 -을 통해서 사전에 광범위하게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부분입니다. 뉴욕주 교통국,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 뉴욕주 보건부의 협력하에 구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철저하고 상세한 

보행자 안전 행동 계획의 작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매년 

뉴욕주에서 자동차 사고로 약 300명의 보행자들이 사망하고, 1만 5천명이 부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보행자 안전 호출 개선을 위해서 여러 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DOT는 교통 신호가 없는 2천개의 횡단보도와 2천 4백개의 신호화 교차로에서 

저비용 보호조치를 구현하여, 잠재적인 보행자 충돌 사고를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GTSC는 법 집행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연례 보행자안전법 집행 집중 강화 

행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DOH는 공익 광고를 개발하고, 공공 봉사 활동으로 지역교통안전위원회, 학교 

그리고 다른 활동에 참여하며, 안전 조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Terri Egan, 뉴욕주 자동차부 집행 차관 겸 GTSC 의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는 위험을 경감시키고 뉴욕주 도로에서 충돌을 줄이기 위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Cuomo 주지사님이 시작한 이 집행 캠페인이 우리 교통 

안전 활동에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우리는 음향 공학, 교육, 집행 사례 

등을 홍보하면서 보행자 위험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도로의 

모든 사용자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의와 안전 의식으로 도로를 공유할 것을 

촉구합니다.” 

 

뉴욕주 보건부 장관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더 많이 걷도록 뉴욕 주민들을 항상 장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습관이 지속되길 원한다면, 도로의 부주의한 행동으로부터 

우리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도로 사용자들을 

위해서 우리 도로가 안전해지길 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uomo 주지사의 새로운 보행자 안전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www.ny.gov/pedsafety. 웹사이트에서는 보행자 안전 계획의 개요,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속도로 안전 개선 사례, 보행자 입장에서 안전하게 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 (교통부)를 팔로우하세요: @NYSDOT.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도 방문해 주세요: facebook.com/NYSDOT.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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