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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016년년년년 현충일현충일현충일현충일 주말주말주말주말 기간기간기간기간 동안동안동안동안 주주주주 경찰경찰경찰경찰 단속단속단속단속 결과결과결과결과 발표발표발표발표 

 

약약약약 12,000건의건의건의건의 티켓티켓티켓티켓 발행발행발행발행, 휴일휴일휴일휴일 캠페인캠페인캠페인캠페인 기간기간기간기간 동안동안동안동안 음주음주음주음주 및및및및 부주의부주의부주의부주의 운전자운전자운전자운전자 220명명명명 이상이상이상이상 구속구속구속구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경찰서가 2016년 현충일 주말 동안 강화된 

단속 노력을 통해 11,946건의 티켓을 발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단속 기간은 5월 

27일 금요일부터 5월 30일 월요일까지였습니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 “음주 및 부주의 운전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평생 씻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모한 행동에 맞서 지속적인 경계를 위해 헌신하고 

뉴욕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쏟은 주 경찰과 지역 사법 집행 관계자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주정부 산하 교통안전위원회에서 투자한 96시간의 캠페인 기간 동안 뉴욕주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우범 지역을 점검하고, 음주 운전자들을 검문했습니다. 이 시행의 

일환으로 경찰관들은 뉴욕주에 걸쳐 과속과 부주의를 일삼는 운전자들을 집중적으로 

검문했습니다. 

 

주 경찰은 DWI 혐의로 224명을 구속했고, 229명의 부상자를 낳은 170건의 상해 사고를 

조사했습니다. 휴일 주말 동안 각각 3건의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과속 3,424건, 신호위반 358건, 안전벨트 미착용 2,173건을 포함, 현충일 

기간 동안 총 11,946건의 티켓을 발급했습니다. 

 

2016년 현충일 단속 결과: 

주주주주 

경찰경찰경찰경찰 

DWI 과속과속과속과속 안전벨트안전벨트안전벨트안전벨트 양보양보양보양보 부주의부주의부주의부주의 운전운전운전운전 총총총총 발부서발부서발부서발부서 

주 

경찰A 

31 389 312 5 30 1,298 

주 

경찰B 

11 246 94 9 19 822 

주 10 319 140 15 11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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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C 

주 

경찰D 

24 307 317 9 54 1,351 

주 

경찰E 

24 530 224 31 22 1,518 

주 

경찰F 

38 248 449 11 47 1,427 

주 

경찰G 

20 401 283 11 37 1,276 

주 

경찰K 

27 325 119 15 22 946 

주 

경찰L 

18 131 79 1 23 613 

주 

경찰T 

21 528 696 37 62 1,912 

합계합계합계합계 224 3,424 2, 173 135 358 11,946 

Joseph A. D'Amico 경찰국장경찰국장경찰국장경찰국장은 “교통 안전은 뉴욕주 경찰청의 최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음주, 부주의, 과격한 운전은 뉴욕 도로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올 휴일 

주말 동안 이뤄진 단속 등의 캠페인은 법을 어기는 운전자들에게 티켓이 발급되거나 

구속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경찰관들은 법을 위반하는 운전자를 더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해 주 경찰 표식 차량과 

미표식 교통 단속(CITE) 차량을 모두 사용할 것입니다. 주 경찰관들은 CITE 차량을 

이용하면 운전 위반 사항을 보다 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일상적인 이동 

차량에 섞여 다니지만, 일단 비상등을 켜면 긴급 차량으로 그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2015년 현충일 주말 동안 주 경찰관들은 음주 운전으로 187명을 체포했고 12,000여장의 

티켓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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