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5월 27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주 경찰과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음주 운전과 

난폭 운전을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  

  

5월 31일까지 단속 캠페인 실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주말 내내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과 현지 사법집행기관이 음주 운전, 약물운전 및 부주의 

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STOP-DWI 시행 기간은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오전 3시까지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한 해의 가장 분주하게 이동하는 기간 중 하나이므로 뉴욕주 경찰은 음주 운전자 및 

부주의 운전자를 도로에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주 운전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비용 부담을 

안겨주고 어쩌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모하고 위험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메모리얼 데이 주말을 맞아 여행을 준비하고 친구, 가족과 함께 

이 날을 기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책임감 있게 

운전하고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주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메모리얼 데이 주말 동안 음주 운전 검문소의 숫자와 뉴욕주 경찰(State 

Police) 및 현지 사법집행기관의 순찰 빈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속 

기간 내에 경찰관들은 법 위반 운전자를 더 쉽게 식별하기 위해 경찰 표식 차량과 

미표식 교통 단속(Concealed Identity Traffic Enforcement, CITE) 차량을 모두 사용할 

것입니다. 미표식 교통 단속(CITE) 차량은 경찰관들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을 더 

쉽게 검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일반 차량과 섞여 다니지만, 비상등을 켰을 때 

긴급 차량임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Kevin P. Bruen 주 경찰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메모리얼 

데이는 여름철 이동 시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즉 도로에 교통량과 위험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휴일 주말을 준비할 때 안전을 최우선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안전벨트를 매고 경계를 유지하며 무엇보다도 맨 정신으로 운전하십시오. 만약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사용한다면, 차량을 운전하지 마세요. 대신,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순찰대원들은 휴일 주말 내내 우리의 도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방심하지 않을 것이며 부주의한 운전과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Mark J.F. Schroede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름 여행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이번 메모리얼 데이 주말 도로에는 더 

많은 운전자들이 몰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운전자들이 무의미한 비극을 피하기 위해 책임 있는 선택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또한, 도로의 

규칙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과 안전하게 도로를 공유하세요."  

  

올버니 대학의 교통안전관리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동안 뉴욕주에서 음주 

운전자들과 관련된 충돌로 516명이 죽고 5,06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로부터 부분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와 뉴욕주 음주 운전 예방 재단(STOP-

DWI Foundation)은 운전자들에게 '계획 세우기(Have a Plan)' 모바일 앱이 뉴욕 

시민들에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축제의 공간에서 안전한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무료 앱을 통해 운전자를 지정하고 택시를 

부르거나 차량을 공유하고 부적격 운전으로 인한 결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약에 

취한 운전자 또는 음주 운전자를 신고하는 용도로도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애플(Apple), 안드로이드(Android), 윈도우(Windows)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21년 메모리얼 데이 주말, 순찰대원들은 음주 운전으로 185명을 체포해 총 

9,214장의 운전 위반 티켓을 발행하고 2명의 사상자를 낸 163건의 인명 부상 사고를 

조사했습니다.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에 더하여 주 전역의 다양한 

카운티와 기관들도 작년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단속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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