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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 주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 발표  
 

단속을 강화하여 뉴욕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역 법 집행 기관들과 협력하는 
뉴욕주립경찰 (State Police), 자동차부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주립 

주류관리청 (State Liquor Authority, SLA) 
 

올해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의 책임있는 운전을 뉴욕 주민들에게 촉구하는 
새로운 공익광고 (Public Service Advertisement, PSA)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뉴욕 주민들이 택시를 찾거나 운전자를 지정하며 음주 운저자를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획 세우기 (Have a Plan)" 무료 모바일 앱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립경찰 (New York State Police), 주립 

주류관리청 (State Liquor Authority, SLA), 주립 자동차부 (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지역 법 집행 기관들이 아일랜드 축제일인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 주간 동안 부적격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여러 곳의 음주 운전 검문소, 추가적인 음주 운전 (Driving 

While Intoxicated, DWI) 단속 순찰, 미성년자 음주 단속,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 

단속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경찰 (State Police) 및 지역 법 집행관들은 

올해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에 무책임하고 무모한 운전으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 인력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적인 캠페인을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부적격 운전자의 책임을 물으며, 우리의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불필요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 음주 행위를 단속할 

것입니다.”  

 

주립경찰 (State Police)은 휴대용 전자 기기를 사용하여 부주의한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위반티켓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주립 자동차부 (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수사관들은 또한 주립 주류관리청 (State Liquor Authority)과 협력하여 

미성년자 음주 행위 및 위조 신분증 방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립 주류관리청 

https://www.youtube.com/watch?v=W9Hy0dJQJnI&spfreload=10
http://www.stopdwi.org/mobileapp


(SLA) 수사관들은 음주 고객에 대한 판매, 사업장 내에서의 난동, 고객의 불법적인 주류 

소지를를 허용하는 주류면허소지자 등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것입니다. 

 

2016년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의 주말 단속 활동 중에 주립경찰관 

(Troopers)들은 음주 운전 (DWI)으로 257명을 체포하고 17,000장이 넘는 교통법규 

위반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39개 카운티와 140곳의 기관을 망라한 지역 법 

집행기관들이 2016년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 단속에 참여하여, 음주 

운전/부적격 운전 (Driving While Intoxicated/Driving While Ability Impaired, 

DWI/DWAI)로 128명을 체포했고 약물로 인한 부적격 운전 (DWAI-Drug) 으로 14명을 

체포했으며 기타 위반으로 143명을 체포했고 1,802 건의 차량 및 교통사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교통 법 집행 기관은 주지사의 교통 안전위원회 (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위원회는 뉴욕주 전 지역의 텔레비젼 방송국에서 올해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에 뉴욕 주민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하도록 

권고하는 공익광고 (PSA)를 최근에 개시했습니다. 이 공익광고 (PSA)는 또한 27곳의 

스루웨이 (Thruway) 여행 플라지 및 뉴욕주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부 (DMV) 사무국의 

25개 스크린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광고 (PSA)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 음주 운전 금지 재단 (New York State STOP-DWI Foundation) 및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 (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의 “계획 세우기 (Have a 

Plan)” 모바일 앱으로 뉴욕 주민들은 특정 장소에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전화를 

하며 운전기사 목록을 프로그램화 할 수 있습니다. 애플,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앱은 또한 음주 운전 (DWI) 법률 및 처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적격 운전자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George P. Beach II 뉴욕주립경찰 (New York State Police)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경찰 (State Police)과 지역 법 집행 기관들은 올해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 뉴욕주 전 지역을 매우 경계심을 가지고 순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음주 

운전을 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축하 행위를 하는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올해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에 

음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계획을 세워서 술을 마시지 않는 운전자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게 되면, 여러분은 무의미한 비극을 예방하실 수 있고, 저희가 

뉴욕주의 도로를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Terri Egan 자동차부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부커미셔너 및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 (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 의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은 매년 수백만 명이 기념하는 3월의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2017년, 저희는 인지와 단속이라는 저희의 메시지를 새로운 

차원에 두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 방송되고 있는 저희의 새로운 

공익광고 (PSA)는 책임있는 운전을 권고드리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성 

https://www.youtube.com/watch?v=W9Hy0dJQJnI&spfreload=10
http://www.stopdwi.org/mobileapp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 주간에 뉴욕주 및 지방 공무원들을 총 동원해서 위조 

신분증을 확인하여 운전자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올해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을 위해 제대로 된 확실한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고드립니다.” 

 

Vincent Bradley 주립 주류관리청 (State Liquor Authorit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 행위는 종종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젊은 뉴욕 주민들의 손에 주류가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립 주류관리청 (State 

Liquor Authority)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희는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 축하 

행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진행되는 것을 돕기 위해 주립경찰 (State Police) 및 자동차부 

(DMV)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은 도로에 나온 여러 음주 운전자들로 인해 가장 

위험한 휴일 중 하나입니다. 전미 고속도로 교통 안전위원회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 휴가 기간 동안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266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에는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 휴가 기간 동안 음주 운전 

사고로 총 교통사고 사망자의 28퍼센트인 29명이 사망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매년 1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53분마다 한 명이 알코올 관련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 사고는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음주운전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거나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 음주 운전자들은 감옥에 수감되고 면허가 

취소되며 보험료가 인상되고 예상하지 못한 수십 건의 비용에 직면할 것입니다. 음주 

운전에는 최고 10,000 달러의 벌금을 부가합니다. 

 

도로 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뉴욕주립경찰 (New York State Police),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 (GTSC), 전미 

고속도로 교통 안전위원회 (NHTSA)는 다음의 쉬운 조치들을 지키시기를 뉴욕 주민들께 

부탁드립니다. 

• 축제 시작 전에 안전하게 귀가할 방법을 미리 마련하십시오.  

• 음주 전 비음주 운전자를 지명하고 차키를 집에 두고 나오십시오.  

• 여러분이 운전을 할 상황이 아닐 경우, 택시 또는 승차 공유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음주하지 않은 친구나 가족을 부르시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하십시오.  

• 지역사회에 소버 라이드(sober ride)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십시오  

• 술에 취한 상태로 걷는 것도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집에 걸어갈 

술에 취하지 않은 친구와 동행하십시오.  

•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를 보면 현지단속기관으로 연락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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