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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미성년자 음주 단속에 대한 철저한 집행 활동 발표 

  

500 곳 이상의 주류 판매 허가 업소에 단속 수사관들을 배치할 주립 주류관리청  

(State Liquor Authority, SLA) 
  

(i) 가짜 신분증의 사용 방지에 협력하게 될 주립 주류관리청 (SLA)과 자동차부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ii)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판매 및 미성년자의 

불법 구매 퇴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에서 실시되는 미성년자 음주 단속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다음 2개월 동안, 미성년자 유인책과 협력하여 주립 주류관리청 

(SLA) 주류 통제 수사관 (Beverage Control Investigators)들은 술집, 식당, 주류판매점, 

식료품점 등을 포함하여 주류판매면허를 소지한 500곳 이상의 업소에서 뉴욕주 전체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부 (DMV)의 주립 수사관들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주류 면허를 소지한 업소에서 가짜 신분증 일제 단속을 집행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단속 

활동 중 일부는 주립 주류 관리청 (SLA)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 행위 및 가짜 신분증 소지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종종 그 결과로 삷이 변화될 수도 있는 나쁜 결정의 원인이 됩니다. 

이 단속 활동은 우리 주 젊은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음주 운전자들로부터 도로를 

보호하며,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하려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우리 노력의 성공적인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통합 단속 활동은 오늘 시작되어 4월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일제 단속은 미성년자 

음주를 방지하고 가짜 신분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주지사의 주안점을 

지원하며 주립 주류관리청 (SLA) 및 자동차부 (DMV) 수사관들이 연중 내내 실시하는 

정기적인 목표의 세부사항들을 보완하게 됩니다.  

  

Vincent Bradley 주립 주류관리청 (SLA)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 주류관리청 

(SLA)은 사업체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고, 그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지역사회 또는 어린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지 못하게 

확인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부 (DMV)와의 합동 단속은 가짜 신분증을 이용하여 



술을 구매하려는 미성년자들 단속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체들 양쪽 모두를 단속하는 우리의 활동을 상당히 강화시킬 것입니다.”  

  

Terri Egan 자동차부 (DMV) 집행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를 

방지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해야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단속이 강화된 시행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주립 주류관리청 (SLA)과 함께 합동 단속을 하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미성년자 음주 방지에 주력하시는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 기관 

사이에 새롭게 재개하는 협력관계를 이끌어 냈습니다.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는 뉴욕 

지역사회의 공공 안전을 개선하면서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 12월에 자동차부 (DMV) 수사관들이 주립 주류관리청 (SLA) 및 

법 집행 기관들과 합동으로 시행한 미성년자 음주 일제 단속에서 862개의 사기 면허증을 

압수했고 미성년자 음주 행위로 818명을 체포했으며 이것이 모두 한 해의 실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세워진 기록에 따르면 2015년에는 가짜 신분증 751개를 

압수했으며 미성년자 음주 행위로 758명을 체포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로 주립 주류관리청 (SLA)에 의해 고발된 주류판매면허 

소지자들은 위반 건당 벌금 최고 10,000 달러의 민사 처벌에 직면하게 되며, 최초 

위반시의 벌금은 2,500 달러부터 3,000 달러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반복 

범죄자들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성에 직면합니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알코올 

구매 의도로 가짜 신분증 혹은 위조문서를 사용할 경우 체포하고 그들의 운전 면허증을 

최소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정지시켰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미성년자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 20 곳의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의 학교들을 위해 캠퍼스 내의 미성년자 음주 및 약물 사용 

방지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수립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미성년자 음주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뉴욕주 기관 및 대학들의 합동 활동을 확립하며, 가짜 신분증을 구입할 때의 

위험에 대해 대학생들에게 경고하고, 뉴욕에서 미성년자 음주를 억제하기 위한 

“유구무언 (No Excuses)”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 기금으로 25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주립 주류관리청 (SLA)은 미성년자 음주법을 적극적으로 계속 집행하며 주류판매면허 

소지자들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주립 주류관리청 (SLA)은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한 주류판매면허 소지 소매업체들에게 1,077건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SLA는 또한 미리 알코올 교육 인지 프로그램 (Alcohol Training Awareness 

Program, ATAP)을 인증하고 홍보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해 

교육 횟수도 늘렸습니다. 주류판매면허소지자와 관련 직원들이 이수한 알코올 교육 인지 

프로그램 (ATAP) 교육 건수는 2011년 5,803건에서 2016년 19,78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립 주류관리청 (SLA)과 2016년 8월에 발표된 미성년자 

음주에 대처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협조적 노력의 일환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레스토랑 타번 연합회 (Empire State Restaurant & Tavern Association)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무료 알코올 교육 인지 프로그램 (ATAP) 훈련을 받는 500명 이상의 사업체 

소유주와 750명 이상의 직원들이 포함됩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oordinated-interagency-effort-combat-underage-drinking-colleg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warns-new-yorks-college-students-about-dangers-buying-false-identificatio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launches-no-excuses-campaign-combat-underage-drinking-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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