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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 전역에서 실시된 미성년자 음주 단속 결과 발표  

  

46개 카운티의 면허 보유 장소에서 851건의 미성년자 대상 단속 실시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186곳의 주류 면허 업소 적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서 4월 한 달 동안 주정부 기관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미성년자 음주 행위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과 뉴욕주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서 법집행기관과 

함께 전주 범위에서 주류판매 허가증을 소유한 바, 레스토랑, 주류 판매점 및 식료품점 

등에서 위조 신분증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소매상을 단속했습니다. 단속을 위해 

방문한 851곳의 업체 중, 186곳에서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를 적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 행위 및 가짜 신분증 소지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무모한 결정으로 이어져 평생 동안 결과를 감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 판매 업체들과 위조 신분증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뉴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종류의 범죄에 대해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은 수사관들을 통해 주류 판매 허가 

사업소 851곳에 미성년자로 위장한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46개 카운티에서 66건의 

미성년 특별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유인책들은 여기 게시된 186개 업소에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로 위장한 수사관들에게 주류 판매를 거부한 665 곳의 

업소 목록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New York State Liquor Authority)의 Vincent G.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은 주류 면허를 

소지한 사업체들이 책임을 이행하고 주류 판매 및 구입이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부(DMV)와 지역 경찰 등 관계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저희는 미성년자 음주 사건과 위조 신분증 사용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S_Businesses_Selling_to-Minor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S_Businesses_NOT_Selling_to_Minors.pdf


 

 

차량관리부(DMV)의 커미셔너이자 주지사 대행이자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위원장 대행인 Mark J. F. Schroe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일을 수행해주신 뉴욕주 

주류관리청(SLA)과 차량관리부(DMV)의 현장 조사관 및 사법 당국의 파트너께 찬사를 

보냅니다. 위조 신분증의 사용 및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로 인해 이들이 음주운전을 

한다면, 뉴욕의 젊은이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최근 실시한 단속을 

비롯해 작년 위조 신분증으로 인해 구속된 사람의 수가 기록적으로 많았다는 것은 

뉴욕주가 미성년자 음주 방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로 기소된 면허 업소들은 최초 위반시 2,500 달러에서 3,000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10,000달러의 민사 처벌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반복 

범죄자들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성에 직면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직원이나 면허 소지자는 체포되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알코올 구매 의도로 가짜 신분증 혹은 위조문서를 사용할 경우 체포하고 

그들의 운전 면허증을 최소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정지시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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