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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경찰(STATE POLICE)과 현지 사법집행기관이
현충일(MEMORIAL DAY) 주말 동안 음주운전 및 부주의 운전자를 단속할 것을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현충일(Memorial Day) 주말 내내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과 현지 사법집행기관이 음주운전, 약물운전 및 부주의 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예방(STOP-DWI) 집행은 5월 24일 금요일에
시작하여 5월 27일 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현충일은 한 해의 가장 혼잡한 휴가 기간 중
하나이므로 뉴욕주 경찰은 약물운전자, 음주운전자 및 부주의 운전자를 도로에서 강제로
추방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충일(Memorial Day) 주말은 여름 이동 시즌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이는 고속도로에 교통량 및 위험 운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 주 경찰(State Police) 및 현지 사법집행기관이 앞장서서 약물운전 및 부주의
운전을 단속할 것이므로 저는 모든 운전자들이 책임감 있게 운전하시길 촉구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말고 취하지 않은 운전자의 차로 집에 갈 계획을 세우십시오."
Keith M. Corlett 주 경찰(State Police) 서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Memorial Day) 주말을 지내며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을 우선으로 하시길 장려합니다. 맨 정신으로 운전하고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길
옆에서 응급차량이나 고속도로 노동자를 보면 속도를 줄이고 옆으로 이동하십시오.
주말에 술을 마실 계획이라면, 집에 안전하게 돌아갈 다른 수단을 마련하십시오. 이번
주말 동안 주 경찰관들의 순찰 빈도가 높아질 것이며, 약물운전과 부주의 운전, 산만한
운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현충일 주말 동안 음주운전 검문소의 숫자와 뉴욕주 경찰(State Police) 및
현지 사법집행기관의 순찰 빈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속 기간 내에
경찰관들은 법 위반 운전자를 더 쉽게 식별하기 위해 경찰 표식 차량과 미표식 교통
단속(Concealed Identity Traffic Enforcement, CITE) 차량을 모두 사용할 것입니다.
미표식 교통 단속(CITE) 차량은 경찰관들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을 더 쉽게 검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일반 차량에 섞여 다니다가 비상등을 켜서 긴급 차량의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2018년 현충일(Memorial Day) 주말, 단속관은 237명을 음주 운전으로 적발했으며 총
13,318개 벌금 티켓을 발행하고 8명의 사망자를 유발한 개인 충돌 사고 154건을
조사했습니다.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에 더하여 주 전역의 다양한 카운티와
기관들도 작년 현충일(Memorial Day) 단속에 참여했습니다.
올버니 대학(University at Albany)의 교통안전관리 및 연구 협회(Institute for Traffic
Safety Management and Research, ITSMR)에 따르면 2017년 뉴욕주에서 음주운전으로
252명이 사망하고 5,64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마약 관련 충돌사고로 20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커미셔너 대행 겸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
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 위원장 대행인 Mark J.F.
Schroe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충일(Memorial Day)에 우리는 모두 함께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려다 목숨을 바친 용감한 남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주말 많은 이들이 추모지를 찾고 바쁜 이동 시즌이 시작되며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날 것입니다. 주정부는 뉴욕 주민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길
바랍니다. 운전자들이 이동 전 차량 점검을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마시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피하십시오.
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과 크기에 맞는 좌석에 적절하게 고정하십시오. 항상 자전거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도로를 공유한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어디를 가시든
조심하시고 가는 길에 뉴욕의 멋진 풍경을 즐기십시오."
이 기획은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로부터 부분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와 뉴욕주 음주운전 예방 재단(STOP-DWI
Foundation)은 운전자들에게 "계획 세우기(Have a Plan)" 모바일 앱을 애플, 안드로이드
및 윈도우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욕 주민들은 이 앱을 통해
택시의 위치를 확인하여 호출하고 지정 운전자 목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과 벌칙, 그리고 주취 운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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