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3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전역에서 열리는 여름 콘서트에서 가짜 신분증과 미성년자 음주 

단속을 발표 

 

2017년 여름 콘서트 시즌을 맞아 올해의 “예방 작전” 기획 곧 개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DMV 조사관과 주 경찰청에서 지방의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2017년 여름 콘서트 단속을 개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정부의 “예방 

작전” (Operation Prevent) 기획의 목적으로 DMV는 5월 18일, 목요일에 첫 번째 콘서트 

단속을 집행하여 사라토가 예술 공연 센터(Saratoga Performing Arts Center)에서 열린 

Brad Paisley 콘서트에서 12명을 체포하였으며 5월 24일에 데리언 레이크(Darien 

Lake)에서 열린 Future 콘서트에서 55명 체포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Buffalo)의 캐널사이드(Canalside)와 

데이언 레이크(Darien Lake)에서 SPAC과 존 비치(Jones Beach)까지 뉴욕은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여름 콘서트의 장을 펼쳐드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개시하면서 우리는 

이런 콘서트 현장에서의 미성년자 음주를 단속하여 잘못된 판단을 예방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을 막으려 합니다. 가짜 신분증은 사용은 틀림없이 불법이며 그것으로 초래한 

안좋은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달 초에 열린 Brad Paisley와 Future 콘서트에서 뉴욕, 로드아일랜드,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메릴랜드, 뉴저지, 코네티컷 등지로부터 온 가짜 면허증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예방 작전 조사관들은 계속하여 버펄로의 SPAC, 데리언 레이크, 존 비치, 캐널사이드, 

캐넌다이과의 CMAC 및 시러큐스의 레이크뷰 원형극장(Lakeview Amphitheater) 및 기타 

미성년자들이 많이 참석하는 이벤트 현장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DMV의 현장 조사부는 

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 뉴욕주 공원 경찰서(New York State Park 

Police), 뉴욕주 경찰청(New York State Police) 및 지방 법 집행기관들과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콘서트 시즌 기간에 DMV 조사관들은 SLA와 법률 집행기관과 합작하여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알코올성 음료 구매 시 가짜 신분증 혹은 위조문서를 사용한 21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을 체포하며 그들의 운전 면허증을 최소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DMV, SLA 및 기타 단체의 조사관들은 휴대용 문서 확인 장비의 백열등, 

자외선 및 적외선 광원으로 의심되는 신분증들을 검증합니다.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의 부국장 겸 주지사의 교통안전 

위원회 임시회장 Terri Eg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방 작전 캠페인은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콘서트 현장에 출동하여 

가짜 신분증을 확인하고 알코올성 음료를 구매하려는 미성년자들을 체포한다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고,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들을 

단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뉴욕주 경찰청장 George P. Beach I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안전이며 우리는 파트너와 협력하여 

미성년 음주자들에 대한 단속, 발견 및 체포를 통하여 이런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무의미한 부상과 비극을 예방하려 합니다.” 

 

주 주류관리청의 Vincent G. Bradley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인솔하에 주 기관과 지방 법 집행기관들은 서로 협력하여 사전 조처를 하여 미성년 

청년들의 손에 알코올이 닫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의 도로, 커뮤니티 및 시민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불법 판매를 하는 가게나 가짜 신분증을 이용하여 알코올을 구매하는 

미성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책임져야 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예방 작전은 주지사의 교통안전 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뉴욕주의 교통안전 활동을 조정하고 연방 고속도로 안전 

보조금을 지방, 주 정부 및 비영리 기관에 제공하여 고속도로 안전을 향상하고 사고로 

인한 사망과 심각한 부상을 줄이기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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