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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새로운 학년이 시작한 가운데,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 발표

뉴욕주 경찰(State Police)은 뉴욕주 전역에서 순찰을 늘리고 미국자동차연합(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AAA)과 파트너십을 맺어 운전자에게 학생에 주의할 것을
상기
4월 하루 동안 시행된 단속에서 정차한 학교 버스를 불법으로 추월한 운전자에 640개

이상의 교통 위반 티켓이 발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롭게 학년이 시작되는 가운데 뉴욕주 경찰(State
Police)이 위험한 운전자를 단속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운전자에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주시하고 게시된 속도 제한을 준수하며, 학교 버스에 부착된 빨간 불이
깜박이고 정지 표지가 나오면 차량을 멈추어 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속 및
인식 제고 이니셔티브를 통해, 주지사가 뉴욕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 조치를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학버스, 자전거, 스쿠터, 도보 등 어떤 방식으로
아이가 학교에 가더라도 반드시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운전자에게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도로의 규칙을
따르십시오.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운전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단속 강화와 더불어, 뉴욕주 경찰(State Police)은 미국 자동차 연합(AAA)과 파트너십을
맺고 "개학-운전주의(School's Open - Drive Carefully)"라는 연중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뉴욕주 경찰(State Police)은 미국 자동차 연합(AAA)의 "개학(School's Open)" 범퍼
스티커를 모든 순찰차에 부착해, 운전자들에게 학생을 주의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메시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뉴욕주 경찰(State Police)의 Keith M. Corlett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 안전은
우리 경찰청 최우선 과제입니다. 통학 버스가 돌아오고 아이들이 마을을 걸어 다닐 때,
뉴욕주 경찰관들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상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운전자의 인식을 제고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이웃, 운전자 등 모두에게 사법 당국과
협력하고 모든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올해가 우리의 가장 작은 뉴욕 주민들에게 안전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량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의 커미셔너이자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의 위원장인 Mark J.F.
Schroe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가운데, 저는 모든
운전자에게 어린이가 통학길에 나설 때와 장소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통학 버스가 정지하면서 빨간 불을 켜고 '정지(Stop)' 표지를 내리는 것을
보았다면, 어떤 이유가 있어도 지나가지 마십시오. 순간의 조바심이 가족에게 평생의
상처,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Cuomo는 학생 안전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으며, 지난달 정차한 통학 버스를 불법적으로
지나가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교육구에 정지 표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는 뉴욕주 전역에서 매일 50,000대의
차량이 불법적으로 통학 버스를 추월해서 지나간다고 추정했습니다.
5월 뉴욕주 전역에서 640명 이상의 운전자가 "안전 정지 작전(Operation Safe Stop)"
단속을 진행한 단 하루 동안 정차한 학교 버스를 불법적으로 추월한 혐의로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받았습니다. 또한, 뉴욕주 경찰과 현지 사법집행기관은 기타 교통 위반
혐의로 티켓 1,991건을 발부하였으며, 음주운전과 악질적인 무면허 운전을 비롯한
범죄로 74명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번 단속 실시에는 75개의 사법 기관에서 702명의
경찰관이 동원됩니다.
다음 지역에서 통학 버스를 추월하여 위반 티켓이 발부되었습니다.
지역

학교 버스 추월 행위에 대한
티켓

주도 지역
뉴욕주 중부 지역
롱아일랜드
미드 허드슨
모호크 밸리
뉴욕시
서던 티어
웨스턴 뉴욕
뉴욕주 경찰(뉴욕주
전체)

13
1
25
10
2
571
1
6

총액

646

17

안전 정지 작전(Operation Safe Stop)은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 뉴욕주
교육부(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뉴욕 학생 통학 연합(New York
Association for Pupil Transportation, NYAPT), 뉴욕주 학교 버스 계약자 연합(New York
State School Bus Contractors Association), 학생 교통 산업, 주정부 및 지역정부 사법
당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차한 학교 버스를 통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250 ~ 4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첫 번째 위반의 경우 벌점 5점이 부과됩니다. 3년 동안 이를 3번
위반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소 6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되고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Cuomo 주지사는 100만 명 이상의 뉴욕시 학생을 과속 차량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의 이러한 결정은 시정부가 스쿨존
과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2018년 Cuomo 주지사는 학교 버스 운전기사 모두에게 마약 및 음주 검사를
무작위로 실시하기 위한 주정부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은 버스 운전기사가 적어도 근무 시간 8시간 전에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여 기존의
6시간 전 음주 제한보다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연합(AAA) 뉴욕주 지부의 John Corlett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가 개학하여 학생들이 여름의 태양과 즐거움을 즐긴 후 교실로 돌아올 때, 우리
모두는 특히 운전에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아이들이 바쁜 거리의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오거나 학교 버스에 타고 내릴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모든 학생들의 안전 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뉴욕 학생 통학 연합(New York Association for Pupil Transportation)의 David
Christopher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학생 통학 연합(NYAPT)은 수 년간
뉴욕주에서 정지 표지 카메라법 실시를 지지했으며, 이 법이 결국 통과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새로운 법이 우리 뉴욕주에서 정차된 학교 버스 불법 추월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 학생 통학 연합(NYAPT)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업이 있는 날마다 정차한 학교 버스 불법 추월이 50,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추월 한 건마다 우리가 학교 통학의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주의를 집중하여 운전하고 빨간 불을 켜고 있는
정차한 학교 버스를 위해 정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어린이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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