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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명이 체포된 미성년자 음주를 막기 위한 2015년도
년도 활동을
주지사 거의 760명이
말표하다

정부기관과 단속반 간의 1년에 걸친 작전과 파트너십으로 수백여명의 청소년들의 음주를
막다
2016년에 적극적인 음주 단속 활동을 지속하는 “예방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난 해 뉴욕주 자동차부 소속 수사관들의 미성년자
음주를 막기 위한 지난 해 활동으로 거의 760명이 체포되었고 750여건의 신분증 위조로
신분증을 압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단속반, 술집 주인, 뉴욕주 주류국 (State Liquor Authority)과 함께 업무 공조를 벌이고
있는 DMV 수사관들은 “예방 단속”의 일환으로 2015년에 10개 카운티에서 53건의 단속
활동을 벌였고, 2014년에는 114건의 단속 건수를 올렸습니다. 예방 단속이란 잘 알려진
미성년자 음주 핫스팟에서 현지 단속원들과 공조로 신분증을 검사하여 미성년자들의
음주 가짜 신분증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성년자 음주와 평생의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뒤땨를 수 있는 나쁜 결정을 방지하는
것입니다”라고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미성년 음주를 막고 모든 뉴욕주민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데 끊임 없이 노력해준 뉴욕주 기관과 단속반에게 감사 드립니다.”
술집과 음주시설 뿐만 아니라 콘서트, 행사장에서 또는 미성년자 보호자가 함께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예방 단속 수사가 일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SLA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DMV 수사관들은 2015년에 네 건의 공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중 두 개는 음주시설의
음주 면허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11월 12일, Albany에 자리한 The Smokin’ Bull에서 규정
준수 단속을 벌이는 동안 해당 시설에 있는 125명의 보호자 중에서 115명이 21세 이하로
밝혀졌고 70여명이 체포되었습니다. 12월 3일, Troy의 Bootlegger’s Bar and Grill에서
실시된 또 다른 단속에서는 91건의 위조 면허가 압수되고 93명이 위조 신분증을
소지했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제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SLA 수사관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50건을 문서로 남겼고, Troy 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불법
거래를 한 바텐더를 체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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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예방 단속 대상)
Albany: (Albany, Columbia,
Fulton, Greene,
Montgomery, Rensselaer,
Schenectady, Schoharie
카운티)

체포
건수

331

단속
건수

최근 발표

18

6월 1일: Saratoga
Springs
7월 9일: Saratoga
Springs
8월 19일:
Saratoga Springs
6월 24일: Darien
Center
7월 9일:
Canandaigua

Buffalo: (Allegany,
Cattaraugus, Chautauqua,
Erie, Genesee, Niagara,
Wyoming 카운티)

17

3

Long Island: (Nassau와
Suffolk 카운티)

19

17

뉴욕시 메티로 지역 I: (Bronx,
New York, Rockland,
Westchester 카운티)

1

2

Rochester: (Chemung,
Livingston, Monroe, Ontario,
Orleans, Schuyler, Seneca,
Steuben, Wayne, Yates
카운티)

215

35

12월 22일:
Rochester

11월 4일: Cortland
11월 17일:
Cortland

Syracuse: (Broome,
Cayuga, Cortland, Jefferson,
Onondaga, Oswego, Tioga,
Tompkins 카운티)

175

44

총계

758

53

예방 단속이 실시된 다른 지역들로는 Adirondack(Clinton, Essex, Franklin, Saratoga,
Warren, Washington 카운티), Highland(Delaware, Dutchess, Putnam, Orange, Sullivan,
Ulster 카운티), NYC Metro II(Kings, Richmond, Queens 카운티), Utica (Chenango,
Hamilton, Herkimer, Lewis, Madison, Oneida, Otsego, St. Lawrence 카운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MV는 어느 장소를 수사할지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다가오는 노동절까지
Cuomo 주지사는 여름 콘서트와 기타 미성년자들이 모이는 핫스팟에서의 미성년자
음주와 가짜 신분증 소지에 주 차원의 엄중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실시한 이 단속에서 133명이 체포되었고 63개의 가짜 신분증이
압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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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와 SLA 역시 지난 여름 술집 주인, 경비 및 면허 받은 업체 관계자에게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허가증 및 ID 카드에 포함된 새로운 보안 사항들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술집 주인들과 주류 판매 면허를 받은 곳 관계자들이 진위
여부를 가려서 가짜 ID를 확인하기 쉽도록 뉴욕주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수천 명의 술집
주인들에게 이러한 신분 확인 형태의 첨단 보안 사항들을 소개하는 전자 브로셔가
배포되었습니다.
DMV의 예방 단속은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고속도로 안전을 향상하고 차량 추돌로 인한 사람과 심각한 부상을 줄이기 위해
뉴욕주에서 교통 안전 활동을 조율하고 연방 고속도로 안전 기금을 현지 기관, 주정부
기관 및 비영리 긱관에게 제공합니다. 1년에 걸친 이러한 활동은 뉴욕 음주 운전 연령을
19세에서 21세로 상향한 지 30주년이 되는 12월 1일에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날 Cuomo
주지사는 1985년 이후 알코올 관련 교통 사고 사망률이 60% 감소했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비영리 기관이자 고속도로 안전 향상을 위해 마련된 대학교 기반 연구
센터인 교통 안전 관리 및 연구 위원회(Institute for Traffic Safety Management and
Research)에 따르면, 경찰서에 신고된 자동차 추돌 사건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사망률의
수가 1984년 750명에서 2014년 292명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여년의 시간 동안 DMV는 미성년자가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미성년자 음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나섰습니다. 우리의
수사관들이 2015년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보여주신 활동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라고 DMV
부실무커뮤셔너인 Terri Egan이
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DMV는 앞으로도 뉴욕주에서 현지
단속반과 함께 미성년자 음주를 막고 도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뉴욕주 전역에서
현지 단속반과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SLA는 주류 판매 허가권자에게 책임감을 불어넣는 교육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엄중 단속하는 단속 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2015년, SLA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한 혐의로 1,552개의
술집을 기소했습니다. 이는 2010년 1,036건의 기소보다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는 SLA 자체 유인 작전을 통해 알게된 808건의 미성년자 상태 알코올 판매 위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2011년 관계 기관의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SLA는 또한 미리 알코올 교육 인지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알려서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을 판매하는 행위를 줄이고 면허업체가 위반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
횟수도 늘렸습니다.. 면허업체와 관련 직원들이 이수한 교육 건수는 2010년 5,014건에서
2015년 14,549건으로 거의 세 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미성년 음주가 너무나 자주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 주류국은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판매를 예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라고
SLA 의장 Vincent Bradley가
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SLA는 어린 뉴욕주민들이 알코올을
구입하고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함정 수사를 계속 수행해나가고 DMV 및
현지 단속반과도 협조하며 면허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책무에 대해 교육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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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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