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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불량 운전의 치명적 영향에 대해 운전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광고판, 라디오, 테레비전 및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 전주적 멀티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가 지원하는 이 

캠페인은 불량 운전을 퇴치하여 교통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주의 지속적 노력을 

토대로 합니다. 
 

“음주 운전은 뉴욕주 도로에 있을 자리가 없으며 우리 행정부는 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을 단속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DWI 관련 사망자 수가 작년에 기록적으로 낮은 것을 보았는데 이 캠페인으로 우리는 이 

성공을 토대로 하여 더 많은 음주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비극을 더욱 피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비 데이터는 뉴욕주가 2014년에 1,037건의 교통 사망자를 기록하였음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주가 1925년에 기록 유지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교통 사망자 수였습니다. 

2013년에는 1,199명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제 ‘Impaired Drivers Take Lives. Think’라는 메시지의 캠페인 광고판이 주 전역에 

78개가 설치될 것입니다.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GTSC)는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30초짜리 공익 광고도 제작하였습니다. 이 광고에는 딸의 생일 파티에 있는 아내에게 

그녀의 남편이 음주 운전자 때문에 사망했다고 통보하는 주 경찰관이 등장합니다. 광고 

말미에는 이제 성장한 딸이 묘지에서 ‘그 날은 음주 운전자가 우리 아빠를 죽인 

날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제 생일을 기념하는 방식이랍니다. 불량 운전자는 생명을 

취합니다. 생각하세요.’  
 

이 공익 광고는 곧 전주의 케이블 및 네트워크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될 

것이며 GTSC, DMV 및 기타 주 기관들이 그들의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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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 커미셔너보 Chuck DeWees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주 운전은 아직도 뉴욕주의 큰 문제입니다. 2009-2013년에는 매년 알코올 저해 

운전의 결과로 평균 342건의 교통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주 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카운티 법집행 기관들의 지원으로 GTSC는 음주 운전 관련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합동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 하에 있는 동안 운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뉴욕주방송협회 회장 David Donov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방송협회의 

회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GTSC의 최근 음주운전 퇴치 계몽 캠페인에 

참여하여 기쁩니다. GTSC가 착상한 카피와 총무실 미디어센터가 전문적으로 제작한 이 

작품은 뉴욕주에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지사가 취임한 이래 뉴욕주는 음주운전을 퇴치하기 위해 공격적 접근법을 

구현하였습니다. GTSC는 주의 카운티 STOP-DWI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휴일 기간 동안에 전국적 단속과 병행하여 전주 집행 동원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적극 단속합니다. 2014년에 STOP-DWI 재단은 음주운전을 줄이고 자동차 소유자가 

운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하는 방법을 찾도록 장려하는 ‘Have a Plan’ 모바일 앱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주정부는 또한 작년에 불량운전 법률을 강화하는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일부로 DWI 또는 DWAI로 15년 동안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D급 중범죄 기소, 징역 

최대 7년 및 최대 $10,000의 벌금에 직면합니다. 
 

주정부의 음주운전 퇴치 노력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 

518-474-5111로 전화하거나 http://www.safeny.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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