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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점주점주점주점 사업자들을사업자들을사업자들을사업자들을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개정된개정된개정된개정된 ID 카드에카드에카드에카드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교육교육교육교육 제공제공제공제공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발표발표발표발표 

 

소책자에는소책자에는소책자에는소책자에는 위조위조위조위조 또는또는또는또는 가짜가짜가짜가짜 카드를카드를카드를카드를 적발하는적발하는적발하는적발하는 도구를도구를도구를도구를 사용하는사용하는사용하는사용하는 업주와업주와업주와업주와 함께함께함께함께 운전운전운전운전 면허증면허증면허증면허증, 
허가증허가증허가증허가증 및및및및 ID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세부세부세부세부 변경변경변경변경 사항사항사항사항 수록수록수록수록: 자세한자세한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내용은내용은 여기여기여기여기 클릭클릭클릭클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가 주점 사업자, 보안업체 및 인가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뉴욕주가 발행한 운전 면허증, 허가증 및 ID 카드에 포함된 새로운 

보안 기능에 대해 교육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소책자는 뉴욕주에 있는 수천여 명의 주점 사업자들에게 배포되는데, 여기에는 주점 

사업자와 주류 인가업체 직원들이 쉽게 가짜 ID를 확인 및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신분증 형태에 대한 고급 보안 기능의 설명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개정된 운전 면허증과 신분증에 포함된 새로운 보안 기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당국은 이에 책임이 있는 주점 사업자와 해당 직원이 가짜와 위조 

신분증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당국은 뉴욕의 미성년자들이 바 출입을 금하고 유해한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차량 관리국(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및 뉴욕주 주류 당국은 2013년 

DMV가 배포하기 시작한 새로운 ID 카드(예시: 여기)의 보안 기능을 설명하는 브로셔를 

공동 제작했습니다. 현재 유통되는 카드의 절반 이상은 보다 안전한 개정판이지만 이전 

버전은 만료될 때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진보된 이 새로운 보안 기능은 

위조가 어렵고 신원을 도용할 수 없게 설계되었습니다. 

 

차량 연구진은 뉴욕주 전역의 콘서트 장소와 주점 등 21세 미만이고 DWI에 체포된 

개인에 대하여 “마지막 주점”으로 유명한 업소를 상대로 미성년자 음주 단속을 담당하는 

지역 경찰, 뉴욕주 경찰서 및 뉴욕주 전역의 보안관 사무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21세 미만인 미성년자들에게는 주점 사업자와 ID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미성년자가 누구인지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세로형 ID 카드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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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 발행한 개정된 ID 카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로형세로형세로형세로형 카드카드카드카드: 21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는 세로형 카드가 발급됩니다.  

• 자외선자외선자외선자외선 감지감지감지감지: 매우 미세한 자외선 그래픽은 뉴욕주 지도, 왼쪽 모서리의 육각형 

표시, 그리고 깨끗한 창 위의 미세 선 그래픽을 포함하여 카드의 전면을 덮고 

있습니다.  

• 폴리카보네이트폴리카보네이트폴리카보네이트폴리카보네이트 재질재질재질재질: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면 카드에서 고유의 금속 소리가 

납니다. 

• 레이저레이저레이저레이저 각인각인각인각인 사진사진사진사진: 사진은 미세 선 그래픽을 배경으로 카드에 각인되었습니다.  

• 요철식요철식요철식요철식 레이저레이저레이저레이저 각인각인각인각인: 요철식 ID 번호, 출생 및 만료일, 서명 등은 만지면 윤곽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 복사복사복사복사 방지방지방지방지 잉크색잉크색잉크색잉크색 및및및및 총천연색총천연색총천연색총천연색 인쇄인쇄인쇄인쇄: 이 카드는 컬러 복사기 또는 포토 프린터로 

재현하기 어려운 미세 선 컬러 그래픽을 사용하여 제조되었습니다. 

• 명확한명확한명확한명확한 창에서창에서창에서창에서 차차차차 사진사진사진사진: 보조 사진은 레이저 각인을 사용하여 차량에 새겨집니다. 

맑은 창에는 깨끗하고 경사진 모서리가 있습니다.  

• 가변식가변식가변식가변식 웨이브웨이브웨이브웨이브 패턴패턴패턴패턴: 이 “웨이브”는 면허 소지자의 이름을 깨끗한 보조 사진 창을 

통해 전환되는 크기가 바뀌는 텍스트로 구성된 연속 문자열로 나타냅니다. 

• 카드카드카드카드 뒷면뒷면뒷면뒷면: 카드 뒷면의 서명과 주소 변경란에는 표면과 높이가 같은 마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DMV 행정부국장행정부국장행정부국장행정부국장 Terri Egan은 “새롭게 설계된 면허증에 내장된 새로운 보안 장치는 

변형 또는 위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류를 

구입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누군가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 면허증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카드의 향상된 보안 기능은 미성년자 

음주를 줄일 수 있게 함으로 써 공공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새 카드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기 위해 함께 협력함으로써 DMV와 뉴욕주 주류 당국은 주류 

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새로운 면허증, ID 카드 및 허가서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주류주류주류주류 당국당국당국당국 국장국장국장국장 Vincent Bradley는 “규제 기관 및 법적 집행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DMV의 향상된 면허증은 양심적인 경비원, 업체 및 직원들이 쉽게 변형 또는 

위조된 면허증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이 새로운 보안 기능을 교육한다면 법규 준수율을 높이고 뉴욕의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매 및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4년, 뉴욕주 주류 당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주류를 판매한 2,039건의 위반 사례를 

기소했는데, 이 기록은 2013년을 기준으로 19%나 증가했고, 2010년에는 

1,036건(97%)까지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한 사법 집행 외에도 뉴욕주 주류 당국은 

미성년자 및 음주를 부추기는 중독자들을 상대로 한 판매 금지에 대하여 사업자 및 

업주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주류 교육 인식 프로그램(Alcohol Training Awareness 

Program) 홍보 등, 규정 준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가된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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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고 있습니다. 이 숫자로 완료된 주류 교육 인식 프로그램 훈련은 2010년에 

5,407명의 연수생을 배출했고, 2014년에는 두 배 이상에 달하는 11,499명을 

배출했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주류를 구매한 업체는 위반 건수당 10,000달러 상당의 민사 처벌을 

받게 되며, 처음 위반 시 2,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위반을 반복한 업체는 사업 

면허가 일시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직원 

또는 사업자는 체포되어 경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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