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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습관적인습관적인습관적인습관적인 음주음주음주음주 운전으로운전으로운전으로운전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 범죄로부터범죄로부터범죄로부터범죄로부터 뉴욕뉴욕뉴욕뉴욕 시민들을시민들을시민들을시민들을 보호하기보호하기보호하기보호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3,100여여여여 

명의명의명의명의 위험위험위험위험 운전자들의운전자들의운전자들의운전자들의 도로도로도로도로 운행을운행을운행을운행을 제한하는제한하는제한하는제한하는 엄격한엄격한엄격한엄격한 새새새새 규정규정규정규정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오늘주지사는 작년 주 정부가 내놓은 장기적 이니셔티브의 결과로 습관적 음주 

또는 약물 복용과 관련된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에 따라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3,164명의 운전자들의 도로 운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운전자가 과음 또는 약물 중독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탄하고 비극을 맞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뉴욕 주 그 어느 도로에도 설 수 없습니다. 3,100여 명에 달하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운전자들은 9월부터 도로에서 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규정은 뉴욕 주의 법을 준수하는 

뉴욕 운전자, 승객 및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Barbara J. Fiala 차량 관리국(Motor Vehicles) 장관 겸 주지사 직속 교통 안전 위원회(Traffic Safety 

Committee) 의장은 “차량 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은 꾸준히 늘어나는 위험한 

운전자들로부터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Cuomo 주지사와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유죄 판결과 관련된 습관적인 음주 또는 약물 중독 운전자들의 

기록을 꾸준히 검토하고,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운전 면허를 다시 신청하더라도 당국은 

뉴욕 주의 도로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12년 9월 Cuomo 주지사는 음주 또는 약물 중독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도로 위를 달리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뉴욕 주 정부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DWI 규정을 시행한 이후 차량 관리국(DMV)은 2번 이상의 음주/약물 관련 

운전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개인들이 제출한 3,891여 건의 신청서를 검토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3,164명은 면허 재발급이 영구적으로 취소되었거나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려야 

면허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 1,658명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면허 

재발급이 영구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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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에 5회 이상의 음주 또는 약물 관련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지난 25년 동안 3회 이상의 음주 또는 약물 관련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외에 해당 

기간 동안 1회 이상의 기타 심각한 운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각한 운전 범죄 유형: 충돌 

사망 사고, 운전 관련 형법 유죄 판결, 지난 25년 동안 운전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또는 각각 5점 이상에 해당되는 운전 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이 2건 이상인 

경우.  

나머지 취소 건(1,506건)은 3회 이상의 음주 또는 약물 관련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25년 동안 심각한 교통 위반을 저지르지 않고 면허 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DMV는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리도록 지시했으며(현재 면허를 

부여하는 대신) 또한 해당 기간이 끝나 면허를 재발급 받는 운전자들에게는 운전을 제한하는 “문제 

운전자”용 A-2 운전 면허를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관련 또는 의료 방문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앞으로 5년 간 자신들의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한 채로 운행해야 합니다. 

 

기타 699명의 운전자들은 면허를 재발급 받지만 자신들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고 A-2 “문제 

운전자” 제한 운전 면허를 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시동 잠금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직장과 가정 간 통근 거리 및 유사한 이동 거리 운전만 허용합니다. 

 

특히 A-2 제한 및/또는 시동 잠금장치 중 어느 하나라도 운전자에게 부과하지 않고는 운전 면허 

신청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주지사가 개혁을 발표하기 전에 6개월 또는 1년 간 운전 면허가 취소 또는 일시 중지된 

습관적 음주 운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DMV가 제공하는 7주 간의 음주 드라이버 

프로그램(Drinking Driver Program)을 이수하여 조건부 면허를 통해 운전 면허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DMV의 새 규제는 이런 유형의 운전자들이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기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운전 면허를 회복할 수 없게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기 전 음주 또는 약물 관련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들은 면허 

취소가 영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3번 또는 8년 동안 4번 음주 또는 

약물 관련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약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고 그 후에는 다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장기간에 걸쳐 6회 이상의 음주 또는 약물 관련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면허가 그대로 살아 있는 운전자들도 있었습니다. 주지사의 이 법안을 

발표하기 전 운전자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점은 각각의 충돌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신체 부상에 대해 2회 이상의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도로 위의 공공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습관적인 불법 운전자들을 

집중적으로 도로에서 몰아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매년 뉴욕주의 고속도로에서 음주 관련 충돌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6,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합니다. 2010년에는 충돌 사망 사고 중 2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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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관련된 건들이었습니다. 

• 음주와 관련된 충돌 사고는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충돌 사고보다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10배 더 높습니다. 

• 현재, 면허가 유효하거나 일시 정지된 48,000여 명의 운전자들은 평생 동안 3회 이상의 

음주 관련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운전자들 중 15,000명은 지난 20년 동안 3회 

이상의 음주 관련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2012년 4월부터 이미 3회 이상의 음주 관련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17,519명의 

운전자들은 그러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후후후후에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목숨을 앗은 1건 

이상의 충돌 사고에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DMV가 제정한 새 규정 전문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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