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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7 월 4 일 연휴 동안 주 경찰(STATE POLICE) 음주 운전 단속 예정 발표

경찰, 주 전역에서 음주 운전 검문 시행, 부주의 및 산만한 운전자 대상 단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6 월 29 일 토요일에 시작하여 7 월 5 일 금요일까지
계속되는 7 월 4 일 연휴 동안 음주 및 약물 복용 후 운전, 기타 교통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뉴욕주 경찰청(New York State Police)과 지방 법 집행기관에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 경찰은 여름 연휴 중 가장 바쁜 이동 시기에 뉴욕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 전역에서 음주 운전 검문을 시행하고 부주의 및
난폭 운전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름 중 가장 바쁘게 이동하는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경찰청(State Police)과 지방 법 집행기관은 모든 종류의 음주 운전을
단속하여 연휴 동안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연휴에 이동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조심해서 운전하고 안전 벨트를 매고 절대 음주 후 운전하지 마실 것을
촉구합니다."
Keith M. Corlett 뉴욕주 경찰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연휴 주말 동안
대거로 나가 다른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음주, 산만, 부주의 운전자를 단속할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음주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음주 운전이 유발하는
무의미한 비극을 예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안전을 유지하시고 여러분 또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7 월 4 일 주말 동안 주 경찰청(State Police)은 약 10,500 건의 차량 및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주 경찰관들은 음주 운전을 한 216 명을 체포했으며 4 명이
사망하고 244 명이 부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한 165 건의 충돌 사고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운전자는 다수의 음주운전 검문소와 음주운전 순찰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 집행기관은 운전 중에 휴대폰과 기타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운전자들도
단속할 것입니다. 또한, 운전자는 뉴욕 도로에서 이동할 때 비상 정지 및 도롯가에 정지한
위험 차량을 위한 '차선 양보'도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관들은 표식된 주 경찰(State Police) 차량 및 위장 교통 단속(Concealed Identity
Traffic Enforcement, CITE) 차량을 사용할 것입니다. 위장 교통 단속(CITE) 차량으로
경찰관들은 운전 중 휴대용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운전자를 더욱 쉽게 적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일반 차량에 섞여 다니다가 비상등을 켜서 긴급 차량의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Mark J.F. Schroeder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커미셔너 겸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 운전자들이 도로를 이용할 때, 특히 연휴 기간에 모두가
책임감 있게 운전하시길 권장합니다. 부주의한 운전은 여러분, 동승자,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바쁜 연휴 이동 기간 동안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도와주시는 저희 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 경찰들께 갈채를 보냅니다."
7 월 4 일 계획(Fourth of July initiative)은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에서
부분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와 뉴욕주
음주운전 예방 재단(STOP-DWI Foundation)은 운전자들에게 '계획 세우기(Have a Plan)'
모바일 앱을 애플, 안드로이드 및 윈도우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욕 주민들은 이 앱을 통해 택시 또는 합승 서비스의 위치를 확인하여 호출하고 지정
운전자 목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과 벌칙, 그리고 음주
운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약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경우 당사자 및 다른 이들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체포되고 감옥에 가거나 큰 벌금 및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음주 운전 체포 관련 비용은 최대 10,000 달러입니다.
체포된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이 취소되고 보험료가 오르며 변호사
비용, 벌금, 법정 비용, 자동차 견인 및 수리비, 업무 시간 손실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비용이 듭니다.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 전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간단한 사항들을 권고합니다.
•
•
•
•
•

흥이 돋기 전에 안전한 귀가 계획하기,
음주 전에 술을 마시지 않는 운전자를 지정하기;
취한 경우, 택시를 이용하거나 술에 취하지 않은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해당 지역사회의 비음주 동승 프로그램 이용하기.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저하지 않고 지역 법 집행기관에
신고하기.

•

음주한 사람이 운전 혹은 동승자를 태우려 할 때 차 키를 뽑고 그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을 주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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