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여름 콘서트 시즌 동안 위조 신분증 사용과 미성년자 음주 단속 예정 

발표  

  

4월, 5월에 뉴욕주 전역에서 발부된 티켓 139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들에게 이번 시즌 여름 콘서트 및 바에서 주 

수사관들이 미성년자 음주 및 알코올 구매를 위한 위조 신분증 사용을 단속할 

예정이라는 것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 주립공원 경찰(State Parks Police), 지방 법 

집행기관의 수사관들은 미성년자 음주를 예방하는 활동인 예방 작전 캠페인(Operation 

Prevent campaign)의 일환으로 주 전역 행사장에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4월과 5월에 

수사관들은 티켓 139장을 발부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코올이 젊은이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자주 비극이 발생합니다. 주 전역 수사관들은 이런 위험하고 만성적인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재 집행 활동을 통해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 단속은 버펄로의 사라토가 퍼포밍 아트 센터(Saratoga 

Performing Arts Center), 존스 비치(Jones Beach), 캐널사이드(Canalside), 

캐넌다이과의 CMAC 및 시러큐스의 레이크뷰 원형극장(Lakeview Amphitheater) 및 기타 

미성년자들이 많이 참석하는 장소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차부(DMV), 주 

주류관리청(SLA) 수사관들은 인기 있는 여름 바에서 알코올을 소비하는 모든 사람이 

합법적 음주 나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코올성 음료 구매 시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21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할 수 있으며 그들의 운전 면허증을 최소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Mark J. F. Schroeder 자동차부(DMV) 커미셔너 겸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면허증이든 다른 주의 면허증이든 상관없이 저희 수사관들은 위조 신분증을 

알아내도록 잘 훈련받았으며 신분증이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최신 기술을 갖추었습니다. 

저희는 젊은이들이 이러한 행사에서 음주를 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일 년 내내 집행 및 교육 모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미성년자 음주, 특히 음주 운전은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의 Vincent Bradley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인솔하에 주 기관과 지방 법 집행기관들은 서로 협력하고 

사전 조처를 하여 우리의 도로, 지역사회 및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 

주류관리청(SLA)은 법 집행기관의 협력자들과 함께 올해 여름 콘서트 시즌 동안 

미성년자의 손에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4월과 5월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 수사 결과 139명이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알코올을 구매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속 활동 중 위조 신분증 

126개가 압수되었습니다. 또한 4월과 5월에 주 주류관리청(SLA)은 바람잡이를 주류 

허가를 받은 851곳에 보내 주 전역 미성년자 함정수사를 했고 186개 사업체가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을 판매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발부된 티켓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역 - 위반 티켓 56장  

• 4월 5일, 오리리스 타번(O'Leary's Tavern)에 티켓 46장 발부  

• 4월 26일, 그래니스 스타우트(Graney's Stout)에 티켓 6장 발부  

• 5월 17일, 스키넥터디 유니온 편의점(Union Convenience), 구스힐 와인 앤 

리큐어(Goose Hill Wine & Liquor), 잉글바트스 리큐어 스토어(Englebardt's Liquor 

Store)에 티켓 4장 발부  

  

센트럴 뉴욕(Central New York) - 위반 티켓 14장  

• 5월 16일, 레이크뷰 원형극장(Lakeview Amphitheater) Jason Aldean 콘서트에서 

티켓 5장 발부  

• 6월 9일, 레이크뷰 원형극장(Lakeview Amphitheater) Zak Brown 콘서트에서 티켓 

9장 발부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 위반 티켓 31장  

• 4월 25일 및 5월 31일, 로체스터 원 나이트클럽 앤 비닐(One Nightclub and 

Vinyl)에서 티켓 10장 발부  

• 4월 27일, 브록포트 더 레드 적(The Red Jug), 바버스 그릴 앤 탭룸(Barbers Grill 

and Tap Room), 커스텀 하우스(Custom House), 비비큐 앤 브루(BBQ and 

Brew)에서 티켓 8장 발부  



• 5월 24일, 다리엔 레이크 퍼포밍 아트센터(Darien Lake Performing Arts Center) 

Chris Young 콘서트에서 티켓 13장 발부  

  

서던 티어(Southern Tier) - 위반 티켓 20장  

• 5월 3일, 빙엄턴 더 래스스켈러(The Rathskellar), 톰 앤 마티스(Tom and Marty's), 

셀틱펍(Celtic Pub)에서 티켓 20장 발부  

  

웨스턴 뉴욕(Western New York) - 위반 티켓 18장  

• 5월 3일, 토나완다 더 스티어 앤 슬릭스 윌리스(The Steer and Slick's Willie's)에서 

티켓 18장 발부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은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뉴욕주의 교통안전 활동을 조정하고 

연방 고속도로 안전 보조금을 지방, 주 정부 및 비영리 기관에 제공하여 고속도로 안전을 

향상하고 사고로 인한 사망과 심각한 부상을 줄이기 위해 활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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