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억 1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주 전역 보행자 안전 개선 사업의 진척 발표 

  

도로 공사가 다수 진행 중이며, 사법기관의 일제 단속 활동이 성공리에 수행됨  

  

새 공익광고를 통해 보행자 시인성의 중요성 강조, 상세 정보는 여기  

  

2016년 6월 첫 발표된 사업계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공학기술과 교육, 법질서 캠페인을 통해 

업스테이트뉴욕 및 롱아일랜드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억 1천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된 관계기관 합동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뉴욕주 전역의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 

개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뉴욕주 보행자 사망률을 

2021년까지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학적 개선 외에도, 6월에는 

대대적인 법질서 단속이 실시되어 보행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4,500건에 가까운 경찰 

검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야간에 도로 주변을 걸을 때는 시인성 향상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새 보행자 안전 공익광고가, 일광절약시간제 종료에 앞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 확보는 뉴욕 전역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고 걷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통해, 우리는 주 전역 도로의 보행자 안전성과 시인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도로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 교육의 일환으로, 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는 보행자 

안전 개선 대상으로 지정된 일부 구간에 이동식 전광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 아침부터 11월 7일 화요일 오후까지 이 VMS(전광표지판)에는 “보행자는 잘 

보고 잘 보일 수 있게, 운전자는 보행자에 주의”(See and Be Seen, Watch for 

Pedestrians)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sVhdUv409s&feature=youtu.be
https://www.ny.gov/programs/pedestrian-safety-action-pla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launches-110-million-initiative-keep-pedestrians-safe-across-new-york-state
https://www.youtube.com/watch?v=JsVhdUv409s&feature=youtu.be


 

 

주 전역에 걸쳐 공사 계약이 계획 단계에 있으며, 일부는 이번 가을에 착공합니다. 이 

공사는 5개년간 1억 1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주지사의 뉴욕주 보행자 안전 

사업계획(New York State Pedestrian Safety Action Plan)의 일환으로서, 공학기술과 

단속 및 교육을 통해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 접근방식을 추진합니다.  

  

교통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2,000곳과 신호교차로 2,400곳을 포함하여 주정부 소유 

도로에 대한 보행자 안전 현장 평가가 작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NYSDOT(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는 지방 및 카운티 도로에 대한 보행자 

안전 개선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예산 지원은 2018년 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호교차로에는 시인성이 높은 횡단보도 표지와 추가 표지판 및 신호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횡단 시간을 늘리고, 도로를 건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행자들에게 

알려주는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증설하고, 차량들이 교차로에서 회전을 시작하기 전에 

보행자들이 먼저 출발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눈에 더 잘 띌수 있게 해주는 보행자 우선 

통행 시간을 늘림으로써 신호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주의를 끄는 표지등과 교통섬을 

포함한 개선 조치가 최대 400곳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16년에 개시된 보행자 안전 사업계획(Pedestrian Safety Action Plan)은 안전 개선에 

대한 3방향 접근법을 통해 2020년 주정부 회계연도까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는 

공학기술적 개선을,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에서는 공공 교육 및 인식 

제고를,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에서는 

보행자 추돌 사고 횟수가 많은 “중점 관리 커뮤니티” 20곳 단속 활동 강화를 담당하는 등 

여러 유관 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뉴욕시 외곽 커뮤니티의 

안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NYSDOT로부터 연방예산 수백만 달러를 

지원받는 보행자 안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포함된 추돌 사고 자료 분석 결과, 뉴욕주에서는 매년 자동차 사고로 평균 

300명의 보행자가 사망하고 15,000명이 부상을 당하는데, 자동차 사고 관련 사망자의 

25% 이상이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추돌 사고의 기여 요인 중 61%는 

운전자의 부주의 및 통행권 미양보를 포함한 운전자의 행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보행자 측에서 추돌 사고에 기여한 행동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 두 가지는 보행자의 

실수와 통행권 미양보였습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에서는 경찰 및 

사법당국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보행자 안전 단속 활동을 조직하고, 보행자 

추돌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20개 커뮤니티의 경찰 기관에 교통 안전 보조금 신청을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Focus_Communities.pdf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 단속 활동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 개선을 목적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도로 규정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7년 법질서 유지 단속 및 교육 캠페인은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2주간의 단속 

과정에서, 업스테이트뉴욕 및 롱아일랜드 지방 경찰은 소통량이 많은 보행 구간을 

순찰하여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경고장과 위반 딱지 및 안내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주법이 상세히 기재된 경고장 1,135장을 

나눠줬습니다. 이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위반 딱지 266장을, 보행자에게는 143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위원장 대행인 

Terri Egan 뉴욕주 자동차부(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의 안전에 관한 한 공학기술과 교육, 단속 모두 똑같이 

중요한 바,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도로 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데 맡은 바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기관은 지방 경찰 및 주정부 자매기관과 

계속 협력하여 Cuomo 주지사님의 보행자 안전 사업계획(Pedestrian Safety Action 

Plan)이 반드시 성공을 거두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에서는 최근 보행자 안전에 관한 두 번째 

공익광고를 공개하여 보행자들에게 야간 통행 시 안전 및 시인성 확보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추돌 사고의 40%는 일몰 후에 발생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11월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 해, DOH(보건부)는 지방 교통안전위원회와 

학교를 비롯한 기타 여러 공공봉사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 관련 단체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State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행자들에게 주야간 안전 확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은 공공의 보건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는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그리고 여타 주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생명을 구하는 이 소중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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