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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반복적반복적반복적반복적 DWI 위반위반위반위반 운전자들의운전자들의운전자들의운전자들의 처벌을처벌을처벌을처벌을 더욱더욱더욱더욱 엄격하게엄격하게엄격하게엄격하게 하는하는하는하는 법안에법안에법안에법안에 서명서명서명서명 

 

새로새로새로새로 연장된연장된연장된연장된 시간틀시간틀시간틀시간틀 안에안에안에안에 DWI를를를를 반복적으로반복적으로반복적으로반복적으로 위반하는위반하는위반하는위반하는 운전자들은운전자들은운전자들은운전자들은 이제이제이제이제 중죄로중죄로중죄로중죄로 기소될기소될기소될기소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반복적 DWI가 자동으로 중죄를 발동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간틀을 연장하는 Vince법에 오늘 서명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본인과 도로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이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Vince법은 이러한 무모한 사람들을 

운전석에서 몰아내어 미래의 비극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음주운전과의 

싸움을 도와주신 본 법안 발의자들에게 감사하며 오늘 이 법안에 서명하여 자랑스럽습니다.” 

 

반복적 DWI 운전자에 의해 정면으로 부딪힌 후 사망한 Vincent Russo의 이름을 딴 Vince법은 

도로에서 반복 위반자를 몰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Russo씨의 경우, 위반 운전자는 DWI 위반 전과가 

5회 있었는데도 아직 구금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법률은 DWI 관련 위반을 15년 이내에 3회 이상 저지르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7년의 확정 

징역형과 최고 $10,000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반복 위반자를 

중죄로는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상원의원 John DeFrancisc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Vincent Russo는 음주운전자에 의해 

비극적으로 죽었는데, 그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적 한도의 4배였고, 다섯 번째 DWI 

위반에 대한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것은 우리 하이웨이의 모든 

시민에게 매우 심각한 위험인데 이 법안은 반복 위반자의 벌칙을 높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주지사가 이 법안에 동의하고 서명하기로 결정하여 기쁩니다.”  

 

하원의원 Samuel Robert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고도 운전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많은 무고한 뉴요커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본인은 Vince법을 발의하여 기쁩니다. 이 

법은 반복 DWI 유죄자들을 도로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도로상의 

모든 뉴요커들을 위해 더 큰 안전을 확보하며, 본인은Cuomo 지사가 뉴요커들의 안전을 지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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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서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법률은 각각 S7108 및 A8021-A로서 상하 양원을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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