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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주 경찰이 음주 운전(DWI)과
과 부주의 운전에 대한 요금 포인트 시행을 발표 성
운전
패트릭의 날 주말 동안

주 경찰 음주 운전, 부주의 운전 및 미성년자 음주 단속 시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 경찰이 성 패트릭의 날 주말에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음주 운전, 미성년자 음주 단속 캠페인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경찰은
3월 14일을 시작으로 3월 17일까지 특별한 교통 집행 노력을 시작합니다.
“성 패트릭의 날 기념 행사는 모든 뉴욕 시민을 위한 즐겁고 안전한 경험이어야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주 경찰관은 운전자를 음주와 부주의 운전 미성년자
음주로부터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집행을 강화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는 사전에 교통 계획을 짜고 여행 할 때 주의를
하여 이번 주말 축제는 불필요한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자들이 법을 따르기를
촉구합니다. “
운전자는 캠페인 기간 동안 음주 운전 단속을 마주칠 것이며 추가적으로 음주 운전 순찰 및
미성년자 음주 및 판매에 검사가 증가할 것입니다. 주 경찰은 휴대용 전자 기기를 사용하여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딱지를 발권할 것입니다.
뉴욕주 경찰 서장 Joseph D'Amico는 “뉴욕 주 경찰은 여러분 모두가 즐거운 성 패트릭의 날 주말을
보내길 바라며, 단지 안전하게 즐기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음주가 포함된 파티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운전자를 지정하거나 대체 교통 수단을 찾길 바랍니다. “
국립 고속도로 교통 안전위원회 (NHTSA)에 따르면, 2007년과 2011년 사이의 성 패트릭의 날에
269명 이상이 음주 운전자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1년에는 미국에서 매 53분 마다
1명이 죽었으며 이는 대부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인 0.08을 거의 두 배로 넘긴 음주
운전자에 의해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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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찰은 작년 성 패트릭 주말에도 비슷한 주말 집행 노력을 통해 경찰관이 음주 운전으로 204
명을 체포했고 9763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뉴욕 주 경찰과 NHTSA는 도로에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쉬운 단계를 추천합니다:
• 축제가 시작하기 전에 안전하게 밤에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 당신이 음주를 시작하기 전에, 술 취하지 않은 운전자를 지정하고 집에 차 열쇠를 둡니다.
• 당신이 취한 경우, 택시를 이용하거나 술에 취하지 않은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집에 가십시오.

• 가능하면 지역 사회의 소버라이드(sober ride)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술에 취해 걷는 것은 음주 운전만큼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걸어갈 술에 취하지 않은 친구를
지정합니다.

• 당신이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발견하면,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당신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운전을 할 계획이거나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탈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는 경우, 개입하고 필요하다면 키를 멀리 가져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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