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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음주음주음주음주 연령연령연령연령 인상인상인상인상 30주년에주년에주년에주년에 알코올알코올알코올알코올 관련관련관련관련 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 사망자사망자사망자사망자 수수수수 감소감소감소감소 

발표발표발표발표 

 

Mario Cuomo 지사가지사가지사가지사가 1985년에년에년에년에 최소최소최소최소 음주음주음주음주 연령을연령을연령을연령을 21세로세로세로세로 인상하는인상하는인상하는인상하는 법안에법안에법안에법안에 서명한서명한서명한서명한 이래이래이래이래 
사망자사망자사망자사망자 수는수는수는수는 60% 떨어졌습니다떨어졌습니다떨어졌습니다떨어졌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정확하게 30년 전 Mario Cuomo 지사가 뉴욕주의 음주 

연령을 21세로 인상한 이래 알코올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0% 감소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Mario Cuomo 지사는 음주 연령 인상을 '상식의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지난 30년에 걸쳐 수 많은 생명이 

구조되었으며, 이 행정부는 알코올을 미성년자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안전한 도로를 

유지하며, 운전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 뉴욕주민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이 

유산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ario Cuomo 지사는 그러한 법이 치명적 차량 충돌 수를 줄이고 긴 건강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믿고 주의 최소 음주 연령을 인상하기 위해 수 년간 

투쟁하였습니다. 연방 질병통제에방센터에 의하면 음주 청소년들은 알코올 관련 자동차 

사고 및 기타 의도하지 않은 부상; 학업, 사회적, 법적 및 신체적 문제; 다른 약물 오용; 

알코올 중독 사망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가 서명한, 음주 연령을 19세에서 21세로 인상하는 법안이 198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는데,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Cuomo 지사의 주장을 계속 지지합니다. 하이웨이 

안전 개선에 전념하는 비영리 대학 기반 연구센터인 교통안전관리연구원에 의하면 경찰 

보고 자동차 사고에서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1984년 750명에서 2014년 292명으로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이 지속적 감소는 부분적으로 주류법과 교통법의 시행을 강화하기 위한 Andrew Cuomo 

지사의 추가적 노력 덕분입니다. 2014년에 Cuomo 지사는 DWI 또는 DWAI로 15년 

이내에 3회 이상 유죄 확정된 운전자에게 D급 중범죄와 최고 10,000 달러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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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주 기관들,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와 그 파트너들 

사이의 협업 노력뿐만 아니라 하이웨이 및 교통안전 교육과 집행 이니셔티브도 지속적 

감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여름에 자동차부는 주 및 지역 법집행 기관들과 제휴하여 미성년 음주 예방에 

초점을 맞춘 연중 DMV 이니셔티브인 예방 작전의 일환으로 주 전역의 콘서트장에서  

130여명을 체포하고 60여 가짜 ID를 압수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주류청은 2014년에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위반으로 2,039명을 

성공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보다 19% 증가한 것이고 2010년 1,036명 

기소로부터는 97% 증가한 것입니다. 주류청은 또한 피면허자와 봉사원들에게 미성년자 

및 취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판매 예방을 교육하기 위한 알코올 교육 인식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알코올 훈련 인식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수는 2010년 5,407명에서 

2014년 11,499명으로 배증하였습니다. 

 

자동차부자동차부자동차부자동차부 차장차장차장차장 Terri Ega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획기적 법률의 30주년은 

뉴욕주의 성공과 음주 연령 인상으로 구한 생명의 수를 반추하기에 완벽한 때입니다. 

GTSC의 의장 대행으로서 저는 뉴욕주민들을 도로상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이 엄청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 매우 중요한 공통 목표를 향해 우리와 밤낮으로 

협력하신 우리 파트너들꼐 감사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경찰국장경찰국장경찰국장경찰국장 Joseph A. D'Amico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집행, 교육 증대와 

더욱 엄격한 법률이 모두 뉴욕주 도로에서 온전치 못한 운전자를 몰아내는 데 한 몫 

하였습니다. 주 경찰은 모든 운전자 및 승객들을 위해 우리 도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전념합니다. 우리는 자동차부 및 우리 법집행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여 음주 운전을 

막고 불필요한 부상 및 사망을 예방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도로를 안전하게 지키고 미성년 음주를 저지하기 위해 수 십년간 13개 회원 

기관들과 제휴해 온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에 대한 상세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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