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전자의 서행 운전 

• 치안 개선 

• 거리 안전 

• 인명 구조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가 거리, 주요 간선, 고속도로, 학교 및  
직장 구역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 장치… 

• 
75 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30 년 이상 사용된  

입증된 기술… 
• 

바쁜 경찰력에 긴요한 교통 안전 자원을  
추가하는 “병력  증대기” …  

• 
공공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예산을 늘리거나 

경찰관을 순찰 구역에서 빼내지 않고서도… 



 
매일 콜롬비아 특별구의 인구는 3 백만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도로에는 약 1 백만대 이상의 차량이 달립니다. 미국에서 
가장 복잡한 대도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 도시의 교통법을 준수합니다. 콜롬비아 특별구 사진 
치안(DC Photo Enforcement)은 교통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평하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난폭 운전에 대항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과속 운전자와 빨간불을 무시하는 운전자에 촛점  
 
과속은 특별구에서 일어나는 치명적 충돌 사고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매년 과속으로 달리고 빨간불을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다른 운전자 그리고 승객들, 보행자들,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통 위반 
딱지를 받을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난폭하게 
운전합니다.  
 
콜롬비아 특별구 사진 치안은 이러한 일이 생길 가능성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그리고 난폭 운전자들의 행동도. 교통 안전 
카메라가 콜롬비아 특별구 곳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 
특별구의 “안전의 눈”은 교통 치안을 증대시키고 과속 운전과 
빨간불을 무시하는 행위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치안의 용이함  
 
메트로폴리탄 경찰과는 콜롬비아 특별구의 사진 치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안전 카메라는 빨간 불을 무시하고 

운전자에게 교통 위반 딱지를 발부하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진 치안 경고 표지판이 도시 곳곳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들이 서행 운전하고 빨간 불에서 정지하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장려하는 것이 원래의 의도입니다.  



달리는 운전자를 포착합니다. 고정되었고 경찰 차량 안에 있는 
사진 레이다 카메라는 난폭 과속 운전자에 촛점을 맞춥니다.  
 
모든 사진 치안 카메라를 위한 위치는 충돌 사고 통계, 경찰관 
관찰 그리고 주민들의 불평에 근거해서 경찰에 의해 선정됩니다. 
(카메라의 위치는 경찰과 웹사이트인  
www.mpdc.dc.gov/photoenforcement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차량만이 사진에 포착됩니다. 운전자 혹은 승객의 
사진은 찍히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해당 차량과 차량 뒷면의 면허 
번호판의 스냅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은 검토되고 소환장이 
발부되며 메트로폴리탄 경찰관에 의해 확인됩니다. 그런 후 교통 
위반 딱지가 해당 차량의 등록된 소유자에게 우송됩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벌금을 지불하거나 서면으로 혹은 심리에 
가서 교통 위반 딱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치안 교통 위반 딱지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콜롬비아 특별구를 위해   
 
전국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시행된 특별구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사진 치안은 과속 운전자들이 서행 운전 하도록 하고 빨간 불을 
무시하고 달리는 행위를 완화시키며 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상해와 
사망이 감소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특별구에서는:  
 

• 빨간 불을 무시하고 달리는 행위는 안전 카메라가 장착된 
교차로 상에서 3 분의 2  이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 난폭 과속 운전의 수치 또한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초창기의 3 명중 1 명꼴의 운전자에서 현재의 
40 명중 1 명꼴로 감소. 

•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달리는 모든 차량의 평균 속도가 
주목할 만큼 감소하였습니다.  

• 과속 관련 교통 사망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콜롬비아 특별구 주민들에게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위반자들부터 수금된 벌금으로 모든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합니다.  
 
요점은요? 사진 치안은 운전자의 행위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욱더 안전한 도로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위반 딱지를 받고 싶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지 
마십시오!  
 

콜롬비아 특별구 치안— 
거리를 더욱 안전하게 

 
조사에 의하면 안전하지 않은 운전은 콜롬비아 특별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법 치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예산이 감축되면서 콜롬비아 특별구 
사진 치안은 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탁월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과에  
의한 프로그램 

 

 
 

Traffic Safety and  
Special Enforcement Branch 
501 New York Avenue, NW 

Washington, DC 20002 
(202) 576-9259 

 



상세한 정보와 교통 안전 카메라 위치에 대해 문의하려면 
mpdc.dc.gov/photoenforcement 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