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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 경찰청 실험실의 DWI 증거 채취 절차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발표 

 

주지사의 안전운전 위원회 보조금은 실험실에서 처리 중인 사례를 2년 만에 반으로 

줄이는 데 일조 

 

새 실험실 분석가 고용과 장비 25% 이상의 사례 처리 시간 향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버니의 주 경찰청(State Police) 과학수사센터 

(Forensic Investigation Center)에서 음주운전(Driving While Intoxicated, DWI)과 약물 

영향 아래 운전(Driving While Ability Impaired by Drugs, DWAI) 사례에 대한 증거 채취 

완성 시간 단축에 현저한 개선을 가져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선은 지난 2년간 

처리 중인 사례 수를 거의 반으로 줄이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이 성과는 주 경찰청에 새 

장비 구매와 14명의 새 분석관과 보조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주지사의 안전운전 

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의 810만 달러 보조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지원이 2년간 사례 처리 시간 단축을 26% 개선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도로에서 음주와 약물 영향 아래 운전에 

대한 단속은 경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증거를 채취하고 해당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자원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투자는 해당 처리 시간을 감소하고 효율을 

향상하며 모두에게 더욱 안전한 뉴욕을 만들어 줍니다.” 

 

주 경찰청 청장 George P. Beach I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 운전은 주 경찰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의 과학수사 시스템(Forensic Laboratory System)이 매일 하고 

있는 작업은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와 

주지사의 안전운전 위원회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하여 

궁극적인 도로 안전을 향상하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GTSC 회장 대리 및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사무차장 커미셔너 Terri 

Eg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경찰청과 지방 법 집행기관은 법 집행의 선두에 서서 



음주와 약물 영향 아래의 운전 행위와 싸우면서 뉴욕의 도로를 안전성에서 전국의 

선두로 지키고 있습니다. GTSC는 주 경찰청이 DWI 사례의 증거 채취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검사 속도를 높여 뉴욕의 도로에서 위험한 운전자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니다.” 

 

2013년에 주 경찰청과 GTSC는 DWI 사례의 혈액 검사와 소변 증거 채취를 책임진 

실험실 독성학 부서의 업무 처리 시간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GTSC의 일반 

고속도로 안전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하는 810만 달러의 보조금은 담당 

업무량을 증가하고 경기 침체 후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공석을 채울 새 직원 고용과 교육 

제공 및 고장 나고 낡은 장비를 교체할 새로운 최첨단 검사 장비 구매에 사용하였습니다. 

 

구매한 장비는 오래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 장비와 약물 검사 기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물의 저함량 약물을 검측할 수 있는 새로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탠덤 질량 분석법 장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새로 교육받은 직원과 준비된 장비를 갖춘 실험실 시스템은 지난 2년간 업무 처리 

시간을 평균 87일에서 64일로 현저히 줄여 26% 낮추었습니다. 이 기간은 검찰이 

사건을 90일 이내로 재판해야 한다는 주 법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밖에, 90일을 초과하여 처리 중인 사례가 87% 줄었으며 곧 전부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험실 시스템에 제출되는 DWI 사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처리 중인 사례가 

44% 줄었습니다. 

 

주 경찰청 과학수사 시스템은 주 전역에 경찰관을 파견하고 모든 법 집행기관에서 

최첨단 분석기기를 활용하여 조사 능력을 높였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올버니의 과학수사 

센터와 세 개의 지역 실험실인 뉴버그(Newburgh)의 미드 허드슨 지역 실험실, 포트 

크레인(Port Crane)의 서던 티어 지역 실험실 및 올린(Olean)의 웨스턴 지역 실험실 등을 

포함한 네 개의 실험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과학수사 연구소 감독 

협회/실험실 승인 위원회(American Society of Crime Laboratory Directors Laboratory 

Accreditation Board)의 완전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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