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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발표    

  

12월 17일부터 1월 1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캠페인 시행  

  

작년 캠페인 기간 동안, 음주운전 체포 2,067건을 포함해 70,000건 이상의 차량 및 

교통법 위반 적발  

  

뉴욕 마약 인식 전문가 교육에 대한 B-roll과 Soundbites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역의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연말 연휴 여행 

시즌 동안 음주운전을 대상으로 하는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눈에 잘 

띄는 참여 캠페인은 12월 17일 금요일부터 1월 1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단속 

캠페인은 알코올 및 약물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국가 "음주운전 단속 

캠페인(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 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이 

단속은 STOP-DWI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일 시즌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축하하기 

위해 모이는 기간이며,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가능한 안전한 도로 여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여행할 때, 옳은 일을 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단 한 번의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속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 시러큐스 Destiny USA 몰에서 언론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 주 대마초 관리 사무소와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과 함께 GTSC 및 

자동차국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행사 이후, 쇼핑객들은 마약 복용 및 알코올 섭취의 

영향을 보여 주는 특수 고글을 착용하여 마약이나 알코올이 운전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휴가철 단속 캠페인 이니셔티브 기간 동안, 주 전체의 법 집행 기관은 

음주운전으로 2,067명을 체포했습니다. 차량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70,878장의 

티켓이 발급되었습니다. 상세 목록:  

  

위반  티켓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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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067  

운전 부주의  1.605  

차선양보법 (Move Over Law) 

위반  
475  

기타 위반  47.394  

안전벨트 미착용  1.983  

과속  17.354  

총계  70.878  

  

DMV 커미셔너이자 GTSC의 위원장인 Mark J.F.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는 도로 안전을 보장하는 이러한 단속 캠페인을 자랑스럽게 지지합니다. 

저는 또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헌신해 준 법 집행 기관과 STOP-DWI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뉴욕주 STOP-DWI 회장이자 나이아가라 카운티 보안관 최고책임자인 Robert 

Richard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가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연휴를 보내는 기간입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에 그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Have a Plan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안전한 외출을 계획하세요!"  

  

Kevin P. Bruen 뉴욕 주 경찰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마약이나 알코올을 

흡입한 상태에서 하는 장애 운전자 때문에 불필요한 비극이 발생하고 희생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뉴욕 주립 경찰은 교육과 법집행을 통해 이러한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서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저희는 사람들에게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협력한다면, 우리는 뉴욕주의 도로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 국장 협회(NYS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회장이지 일리온 

경찰서장인 Timothy Paris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협회 회원들이 주 

전역에서 적극 시행되고 있는 이 중요한 단속 집행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지방, 카운티 및 주 사법당국 요원과 협력하여 이번 휴가철 동안 도로에서 

음주운전자를 적발 및 제거하고 지역사회를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통일된 

목표를 공유합니다.  

  



컬럼비아 카운티 보안관 겸 뉴욕주 보안관 협회(New York State Sheriffs' 

Association) 대표인 David Bartlett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때, 여러분은 자신과 승객, 그리고 도로 위의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치명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법입니다. 뉴욕주 보안관들은 여러분이 이 휴가 시즌을 즐기길 원하지만, 

현명한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 장애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음주운전에 대처하기 위한 뉴욕의 노력의 주요 구성 요소는 음주운전 단속 

프로그램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특별 교통 선택 

프로그램(Special Traffic Options Program for Driving While Intoxicated)"을 의미합니다. 

뉴욕주의 음주 운전 억제를 위한 특별 교통 선택 프로그램은 국내 최초의 자기 조달 음주 

운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노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음주운전자가 지불한 

벌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는 법 집행기관 및 법 

집행을 하지 않는 기관 등 다양한 전문 배경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특별 교통 선택 프로그램은 카운티가 알코올 및 기타 약물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지 노력을 조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62개 카운티는 참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특별 교통 선택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지원 받는 프로그램의 몇가지 예로는 음주운전 

집행 전용 특수 훈련 경찰 부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수 검찰과 수습 요원 고용, 점화 

연동 장치 모니터링, 재활 서비스 지원, 공공 정보 및 각 지역 사회 맞춤형 교육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stopdwi.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특별 교통 선택 프로그램 외에도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 위원회는 

약물 인식 전문가(Drug Recognition Experts, DRE) 교육을 지원합니다. 약물 인식 

전문가는 운전자가 운전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보이면 법 집행 시 동원되는 특별히 

훈련받은 경찰관이지만, 경찰은 운전 능력이 떨어진 원인 또는 단일 원인으로서 

알코올은 배제합니다. 약물 인식 전문가는 국립 고속 도로 교통안전 관리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및 국제경찰 참모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의 승인을 받은 광범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약물 인식 전문가는 불법 

약물 및 처방약을 포함하여 7가지 약물 종류의 징후 및 반응을 관찰하며 문서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 위원회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https://trafficsafety.ny.gov/를 

방문하거나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서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 위원회 대화를 

팔로우하세요.  

  

차량 관리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dmv.ny.gov를 방문하거나 페이스북 및 

트위터또는인스타그램에서 차량 관리부 대화를 팔로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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