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0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청소년에게 안전 운전에 대해 교육할 새 계획 발표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 전국 

청소년 운전자 안전 주간(National Teen Driver Safety Week)에 청소년과 부모가 

참여하는 행사 두 개 개최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는 코치 케어 계획(Coaches Care Initiative)을 통해 

청소년 안전 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뉴욕주 공립 고등학교 체육회(New York State Public 

High School Athletic Association, NYSPHSAA)와 파트너십을 유지할 예정  

  

최근 연구에서 뉴욕이 전국에서 청소년이 운전하기에 가장 안전한 주로 밝혀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국 청소년 운전자 안전 주간(National Teen Driver 

Safety Week)을 맞아 청소년에게 안전 운전에 대해 교육할 새로운 활동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와 뉴욕주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는 이번주에 두 행사를 개최하여 안전 

운전 습관의 중요성과 그 습관이 어떻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는 뉴욕주 공립 고등학교 체육회(New York 

State Public High School Athletic Association)와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이번 학년도 전체 

학생들을 코치 케어(Coaches Care)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최근 연구는 뉴욕을 

전국에서 청소년 운전자가 가장 안전한 주로 평가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절한 운전 습관은 무의미한 비극을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뉴욕은 앞장서서 초보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준비가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전국 청소년 운전자 안전 주간(National Teen Driver Safety Week)은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계속되며 학부모, 교사, 코치, 성인 멘토가 학생들이 도로에서 안전하려면 

따라야 할 중요한 규칙을 얘기해주는 알리미 역할을 합니다.  

http://www.safeny.ny.gov/sro-toolkit/files/coachescaretalkingpoints.pdf
https://wallethub.com/edu/best-worst-states-for-teen-drivers/4598/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는 오늘 부모와 

청소년이 등급 운전면허법(Graduated Driver License, GDL Law) 조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등급 운전면허(GDL)는 청소년 학습자 허가증 

또는 청소년 운전면허를 가진 18세 미만 운전자에게 야간 운전 규칙 및 승객 제한 같은 

규제를 적용합니다. 해당법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통 시나리오에서 안전하고 

규제된 방법으로 운전하여 중요한 경험을 얻을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본 행사는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 직원이 등급 운전면허(GDL) 조항에 담긴 이유와 뒷받침 

정보를 설명하고 부모와 청소년들이 질문할 기회를 주는 토론회 스타일의 포럼으로 

개최됩니다.  

  

본 행사는 발스턴 스파 사라토가 카운티의 코넬 코퍼레이티브 익스텐션(Cornell 

Cooperative Extension)에서 오늘밤 6시 30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등급 운전면허(GDL)는 변화를 일으키고 주에서 청소년 운전자들의 안전을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교통 안전 관리 및 연구 협회(Institute for Traffic Safety Management and 

Research)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뉴욕에서 16세, 17세 운전자가 연루된 

치명적인 충돌사고 수는 80퍼센트 이상 줄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충돌사고에 의한 개인 

부상률은 61퍼센트 감소했습니다. 등급 운전면허(GDL) 및 청소년 운전자와 부모를 위한 

기타 조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자동차부(DMV) 웹사이트 및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 청소년 운전자 툴-키트(Younger Driver Tool-Kit)에서 청소년 

운전자용 자료(Resources for Young Drivers), 청소년 운전을 위한 부모 안내서(Parent's 

Guide to Teen Driving)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는 또한 10월 25일 

목요일에 유니온-엔디콧 고등학교(Union-Endicott High School)에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적절한 안전 벨트 매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인 안전 벨트 매기는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 빠르게 진행되는 대회인 벨트 배틀(Battle of the Belts)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대회 동안 네 팀은 서로 누가 가장 빨리 벨트를 매는지 겨룹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는 주 전역 학교에서 이 재밌고 유익한 활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벨트 배틀(Battle of the Belts)의 지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느린 속도의 충돌로 인해 놀라운 힘이 생성되는 것을 운전자로서 경험하고 

안전 벨트 매기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안전 벨트 설득자(Seat Belt Convincer)를 이용하게 

됩니다.  

  

유니온-엔디콧(Union-Endicott)은 현재 코치 케어(Coaches Car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7개 학교 중 하나입니다.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에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는 뉴욕주 공립 고등학교 체육회(NYS Public High 

School Athletic Association)와 팀을 구성하여 주 전역의 코치들에게 고속도로 안전 및 

https://dmv.ny.gov/younger-driver/graduated-license-law-and-restrictions-drivers-under-18
https://www.itsmr.org/
https://www.itsmr.org/
http://www.safeny.ny.gov/SRO-Toolkit/publications.html
https://dmv.ny.gov/younger-driver/younger-driver-resources
https://dmv.ny.gov/younger-driver/younger-driver-resources
https://dmv.ny.gov/younger-driver/information-parents
https://dmv.ny.gov/younger-driver/information-parents
https://youtu.be/pi6rflzYNQY
https://spaces.hightail.com/receive/EXDOZcnrdu/ZWxpemFiZXRoLmtpbmdAZG12Lm55Lmdvdg==


 

 

뉴욕주 운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치들은 학생들이 경기장과 

도로에서 모두 성공하도록 안내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월렛허브(WalletHub) 연구는 뉴욕을 전국에서 청소년 운전자가 가장 안전한 주로 

평가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청소년 운전자 사망자 수 및 운전법 위반 수를 비롯한 24개 

주요 지표를 사용하여 50개주에서 각각 청소년 운전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상위로 평가된 뉴욕은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에서 상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 청소년 인구당 가장 적은 운전자 사망자 수,  

• 청소년 인구당 가장 적은 음주 운전자 수,  

• 청소년 운전자 추가 후 가장 낮은 프리미엄 보험료,  

• 최적의 등급 운전면허법(Graduated Driver License Law) 조항 최소 5개를 가진 주  

  

미국에서 자동차 충돌사고는 청소년 사망의 주요 원인이고 청소년 운전 인구 사이에서 

안전 벨트 사용이 가장 적기 때문에 청소년 운전자 안전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16년 전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 관리소(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전국에서 치명적 자동차 충돌 사고에 연루된 청소년은 

2,082명이며 청소년 운전자 관련 충돌사고에서 사망한 승객 중 58퍼센트가 안전 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Terri Egan 자동차부(DMV) 집행 부커미셔너 겸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 

위원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 교사 및 코치 같은 성인 멘토가 조기에 안전 

운전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다면 청소년들이 위험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충돌 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계획된 행사와 체육회(Athletic Association)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청소년이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공유하기를 요청하고 몇 

가지 간단한 조치가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청소년에게 이해시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립 고등학교 체육회(NYSPHSAA)의 Robert Zayas(박사)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및 코치 케어(Coaches Care)프로그램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뉴욕은 고등학교 

체육에 참여하는 학생 선수 면에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주이며 우리의 목표는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전 운전에 대한 메시지는 뉴욕에서 500,000명 이상의 학생 

선수가 숙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퍼지도록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유니온-엔디콧 센트럴 교육구(Union-Endicott Central School District) 체육 및 

건강(Physical Education & Health)의 Joshua Gannon 육상경기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치 케어(Coaches Care) 프로그램은 매일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https://wallethub.com/edu/best-worst-states-for-teen-drivers/4598/
https://www.nhtsa.gov/road-safety/teen-driving
https://www.nhtsa.gov/road-safety/teen-driving


 

 

성인들에게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멋진 방법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바쁘기 

때문에 운전할 때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항상 안전 벨트를 매라고 

상기시키는 것, 안전한 운전 속도에 집중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수 교훈입니다.”  

  

2004년 음주 운전 충돌 사고로 17세였던 Matthew를 잃은 어머니이자 뉴욕 스캐니틀리스 

출신 안전 운전 부모 지지자 Marianne Angelill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주는 

학부모와 청소년들에게 우리 운전자들이 건강하고 현명해지는 만큼 고속도로가 

안전해진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의하여 맨 정신으로 운전하고 

위험한 운전 습관을 버리세요.”  

  

뉴욕주 자동차부(DMV)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dmv.ny.gov를 방문하거나 

페이스북(Facebook) 및 트위터(Twitter)에서 자동차부(DMV) 온라인 대화를 

팔로우하세요.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safeny.ny.gov를 

방문하거나 페이스북(Facebook) 및 트위터(Twitter)에서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 대화를 팔로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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