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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6년 연휴 시즌에 걸쳐 주취 운전을 단속하기 위한 

 “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 캠페인 결과 발표 

 

뉴욕주 경찰, 캠페인 기간 동안 33,000건이 넘는 교통위반 딱지 발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휴 시즌 동안 “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뉴욕주 경찰이 33,153건의 교통위반딱지를 발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법 집행기관들도 포함해서,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부터 2017년 

1월 1일 일요일까지 진행된 이 특별교통단속기간은 음주 또는 장애 상태의 운전에 의해 

야기되는 사망과 부상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취 운전은 무모하고, 위험하며, 불법적이고, 

우리는 뉴욕의 도로에서 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취합니다. 저는 우리의 도로와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취 운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지속적으로 

전념하는 점에 대해 주 경찰과 지역의 법 집행기관에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 경찰청장 George P. Beach I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취 상태이고 

주의가 결여된 운전자들이 다른 차량의 뒤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우리의 도로가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유지되게 노력함에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의 도로에서는 주취 상태이거나 주의가 결여된 운전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우리는 이러한 캠페인들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차량의 시동을 걸고,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며, 안전띠를 착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불필요한 비극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571명을 체포했으며, 898명의 부상을 초래한 644건의 

교통사고를 조사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별도로 발생된 14건의 치명적 교통사고에서 

15명이 사망했습니다. 교통단속의 일환으로, 주 경찰은 주 전역에 걸쳐 과속 운전 및 

난폭 운전도 단속했습니다.  

 

주 경찰은 주의가 결여된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탑승자, 그리고 도로상에 정차하거나 



도로의 측면에 정차한 비상 차량들을 지나칠 때는 운전자들이 극도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차선양보법(Move Over Law)”을 위반한 운전자들을 단속했습니다. 

아래는 발부된 교통위반 딱지에 대한 샘플링 자료입니다. 

 

과속 11,319 

부주의한 운전 1,107 

안전띠 미착용 819건 

차선양보법 위반 421건 

 

주 경찰은 휴대용 기기로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운전자들을 보다 잘 적발하기 

위해서 경찰 표시가 되지 않은 교통단속 순찰차량을 활용함으로써, 고정된 

음주단속지점과 미성년 음주운전자 단속 프로그램 등, 주 전역에 걸친 정규적 순찰을 

보완했습니다. 경찰 표시가 없는 이 차량들은 일상적인 교통 흐름 속에 섞여 다니지만, 

일단 비상등이 작동되면 비상 차량임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계획은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부커미셔너 겸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행인 Terri Eg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연휴기간의 

교통단속 캠페인은 주 및 지역 법 집행기관들이 생명을 구하고, 휴가 여행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도로를 보다 안전하게 만든 성공작이었습니다. 부주의한 운전의 대가는 위험보다 

훨씬 크지만, 상당 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과 사회에 피해를 

입힙니다. 연휴 시즌은 끝났지만, 법 집행기관의 단속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뉴욕 법 

집행기관들의 고속도로 안전에 대한 지속적 전념에 대해서, 그리고 ‘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 캠페인에서 보여준 그들의 훌륭한 일처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지역별로 주 경찰이 단속한 캠페인 결과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경찰 지역 음주운전 체포 

(사람 수) 

과속  부주의한 

운전 

아동 

보호장구/ 

안전띠 

차선양보법 

위반 

합계 

딱지 건수 

(기타 위반 

포함) 

A 웨스턴 뉴욕 44 992 84 109 13 2,900 

B 노스 컨트리 40 474 38 44 9 2,192 

C 서던 티어 42 1,028 46 62 48 2,713 

D 센트럴 뉴욕 56 966 133 112 28 3,394 

E 핑거 

레이크스 

52 912 89 113 13 3,350 



F 업퍼 허드슨 

밸리 

99 1,300 191 101 67 4,042 

G 주도 지역 73 1,242 124 96 30 3,381 

K 로어 허드슨 

밸리 

78 1,212 97 112 37 3,374 

L 롱아일랜드 38 755 127 107 25 2,485 

T 뉴욕주 

스루웨이 

49 2,438 178 131 151 5,322 

이밖에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와 뉴욕주 음주운전방지재단(New York State STOP-

DWI Foundation)이 공동으로 애플, 안드로이드 및 윈도우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한 

“Have a Plan” 모바일 앱에 대해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앱을 이용해서 뉴욕 주민들은 

택시의 위치를 확인해서 호출하고, 지정 운전자 목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과 벌칙, 그리고 주취 운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stopdwi.org/mobileapp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