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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LAKEVIEW 원형극장에서원형극장에서원형극장에서원형극장에서 열린열린열린열린 DAVE MATTHEWS BAND 콘서트콘서트콘서트콘서트 도중도중도중도중 

불시불시불시불시 단속단속단속단속 강조강조강조강조  

 

Syracuse 사법집행과사법집행과사법집행과사법집행과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기관의기관의기관의기관의 협력으로협력으로협력으로협력으로 주류를주류를주류를주류를 구하는구하는구하는구하는 가짜가짜가짜가짜 ID의의의의 사용사용사용사용 예방예방예방예방 

 

미성년자는미성년자는미성년자는미성년자는 구속되고구속되고구속되고구속되고 자격이자격이자격이자격이 해지될해지될해지될해지될 수수수수 있음있음있음있음  
최대최대최대최대 1년년년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조정된 단속 Syracuse 소재 Lakeview 원형극장에서 

열린 Dave Matthews Band 콘서트 도중 수요일 저녁 불시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단속은 뉴욕주 주류국, 국토 보안 및 응급 서비스부, 교통부 및 뉴욕주 

박람회가 차량관리부와의 협력 하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노력은 일반인, 특히 뉴욕 

청소년들이 여름 콘서트 시즌 동안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뉴욕주의 

지속적인 추진에 관한 지난 주 발표 직후에 이뤄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 "미성년 음주는 종종 자신들의 결정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평생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현지 

사법집행기관과의 협력 하에 불법 행위에 맞서 무자비한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무감각과 예방 활동을 억제하려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Onondag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관집행관집행관집행관 Joanie Mahone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신축 

Lakeview 원형극장을 방문하신 모든 관객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형극장 행사에 참석한 모든 관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헌신한 Cuomo 주지사와 지역 당국, 그리고 주정부 파트너께 감사를 표합니다."  

 

국토 보안 및 비상 관리 긴급 서비스부는 Onondaga 카운티 종합 통제실을 지키면서 

콘서트 기간 동안 지시, 제어 및 사고 관리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추가 상황 감시는 

연중무휴(24/7) 뉴욕주 감시 센터인 New York State Watch Center를 통해 제공됩니다. 

 

DHSES Emergency Services 부국장부국장부국장부국장 겸겸겸겸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이사이사이사이사 

Kevin Wisel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콘서트 참석자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저녁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이 연합된 노력에 대하여 본 당국이 우리의 주 및 지방 공공 안전 

파트너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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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조사관들은 일년 내내 근무하면서 콘서트뿐 아니라 바, 술집, 이벤트 및 기타 

미성년자 핫스팟을 겨냥한 이 예방작전(Operation Prevent)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벤트 장소 내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방작전 기간 동안에 주 수사관들이 주 주류청 

및 법집행 요원들과 협력하여 신분증을 체크할 것입니다. 주류를 구입할 의도로 가짜 

신분증 또는 허위 문서를 사용한 것으로 발각된 21세 미만 고객은 체포되고 면허증을 

최소 90일 또는 최대 1년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예방작전은 주지사의 교통 안전 

위원회 에서 지원합니다.  

 

DMV행정부장관행정부장관행정부장관행정부장관Terri Ega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공공 안전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전례 없는 약속은 Syracuse에서 열린 이 수요일 저녁 Dave Matthews 

콘서트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DMV는 미성년자 음주를 억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수행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방작전은 주 전역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 음주 퇴치에 성공했지만 Lakeview 원형극장에서 열린 

이벤트에 이런 자원들을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성년자 음주를 막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DHSES, SLA, DOT 및 

뉴욕주 박람회와 Onondaga 카운티에 있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SLA 음주단속 수사관들은 Lakeview 원형극장 외부 주차장 순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SLA 및 DMV는 수사관들을 원형극장 내부에 주둔하게 하여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미성년자 주류 소지에 대한 규정 준수 점검을 수행하고 가짜 ID를 감시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Vincent G. Bradley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주류국주류국주류국주류국 회장은회장은회장은회장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LA는 미성년자 

음주를 단속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린 뉴욕시민들이 주류를 구매 및 

남용하지 못하도록 뉴욕주 전반에 걸쳐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초동 대처 중인 

SLA, DMV 및 주 경찰은 콘서트 관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누구나 행사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지 사법 집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는 교통을 지원하기 위해 6개의 VMS 팀을 배치했고 콘서트를 즐기는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YSDOT 국장국장국장국장 Matthew J. Driscoll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와 함께 운전자들이 여유롭게 운행하고 

보행자들과의 사고를 예방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Great New York State Fair 소속 직원들도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Onondaga 카운티 및 주 기관 직원을 돕기 위해 대기할 예정입니다.  

 

New York State Fair 이사이사이사이사 대리대리대리대리 Troy Waffn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는 Onondaga 카운티의 Lakeview 원형극장에서 열리는 대형 콘서트가 성공리에 

막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당국은 카운티 소속 동료들, 그리고 이 전례 없는 노력에 관여한 여러 뉴욕주 기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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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협력을 가지고 있으며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밤 이 멋진 음악회에 오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Onondaga 카운티 Lakeview 원형극장은 Central New York의 최신 야외 장소로, 

17,500개 좌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원형극장은 Onondaga Lake의 서쪽 연안 

동네들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주정부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원형극장을 사용하고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단인 법안을 

올렸고, 결국 서명하는 데 도달했습니다. 이 원형극장은 Great New York State Fair의 

가장 큰 주차장에 인접했기 때문에 콘서트 주차장 공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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