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여름시즌 공연장과 파이어 아일랜드에서 미성년자 음주 행위로 약 150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 

 

뉴욕 도로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미성년자 음주 행위 및 위조 신분증 사용을 표적 단속하는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 

 

핑거 레이크스, 주도 지역, 센트럴 뉴욕, 롱아일랜드에서의 일제 단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성년 음주 

행위를 막도록 설계된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의 최근 단속에서 지난 4주간 약 

150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코올 음료를 사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려고 

시도한 미성년자 콘서트 관객들이 다음과 같은 공연장에서 체포에 직면했습니다. 제네시 

카운티의 다리엔 레이크(Darien Lake) 소재 다리엔 레이크 공연예술 센터(Darien Lake 

Performing Arts Center), 온타리오 카운티의 캐넌다이과 소재 마빈 샌즈/콘스털레이션 

브랜즈 공연예술 센터(Marvin Sands/Constellation Brands Performing Arts Center), 

사라토가 카운티의 사라토가 공연예술 센터(Saratoga Performing Arts Center), 나소 

카운티 소재 존스 비치 극장(Jones Beach Theater)의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 

오논다가 카운티의 시러큐스 소재 레이크뷰 원형극장(Lakeview Amphitheater). 파이어 

아일랜드에서 7 명이 주말 단속 활동 중에 체포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탕 작전은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고 

알코올이나 약물에 취한 운전자들로부터 도로를 보호하며 위험한 행동을 일제 단속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미성년자 음주 행위 및 위조 신분증 사용은 불법일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무모한 결정을 이끄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미성년자 음주 행위와 콘서트장을 떠나는 알코올이나 약물에 취한 운전자들이 

저지르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콘서트 장에서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올여름에 수사관들을 대거 투입시킬 

것이라고 이전에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7월 4일 기념행사에 맞춰 6월 29일 

뉴욕에서 탑승 공유 서비스(ride-sharing services) 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에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fake-id-and-underage-drinking-sweeps-summer-concerts-across-new-york?_sm_au_=iVVKPr60qVK5tstr


서명했습니다. 

 

Terri Egan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부커미셔너 겸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위원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의 목표는 위조 신분증을 확인하여 알코올 

음료를 구입하려고 시도하는 미성년자 콘서트 관객의 체포를 통해 합법적인 음주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은 미성년자 콘서트 관객들이 음주 운전을 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 및 주정부와 지방정부 법 집행 기관과의 팀워크는 올여름에 

콘서트와 야외 활동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외출을 저희가 보장하는 다양한 방법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Cuomo 주지사님, 우리 파트너들, 우리 방문객의 안전을 매번 매일 

보장 해주시는 남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은 자동차부(DMV)가 연중 계속 진행해 온 기획으로서 

콘서트뿐만 아니라 바와 음주 시설, 이벤트 및 기타 미성년자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 소탕 기간에 주정부의 

수사관들은 신원확인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합니다. 21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알코올 구매 의도로 가짜 신분증 혹은 위조문서를 사용할 경우 체포하고 

그들의 운전 면허증을 최소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정지시켰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 119 명 체포 

 

다리엔 레이크 공연예술 센터(Darien Lake Performing Arts Center)의 챈스 더 

래퍼(Chance the Rapper) 콘서트에서 71 명 체포: 5월 31일 수요일 

 

5월 31일, 자동차부(DMV)의 현장 수사부(Division of Field Investigation)는 다리엔 

레이크(Darien Lake)의 챈스 더 래퍼 쇼(Chance the Rapper Show)에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 제네시 카운티 보안관 부(Genesee County Sheriff's 

Department)와 협력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밝히면 알코올 음료를 구입하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39 명, 불법적으로 알코올 음료를 음용한 27 명, 마리화나를 불법적으로 

소유한 5 명을 체포했습니다. 콘서트장 구내에 사기 신분증을 남긴 5 명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전체 41 건의 사기 신분증이 세부사항 확인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4 명은 타인의 뉴욕주 운전 면허증을 소지했습니다. 

 

다리엔 레이크 공연예술 센터(Darien Lake Performing Arts Center)의 제이슨 알딘 

콘서트(Jason Aldean concert)에서 14 명 체포 6 월 3 일 토요일 

 

자동차부(DMV)와 제네시 카운티 보안관 부(Genesee County Sheriff's Department)의 



수사관들은 위조 신분증을 지닌 채 알코올을 사려고 시도한 혐의자 7 명과 불법적으로 

알코올 음료를 음용한 다른 혐의자 7 명을 체포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에서 발급되었다는 위조 면허를 포함한 5 건의 사기 문서가 

압수되었습니다. 

 

마빈 샌즈/콘스털레이션 브랜즈 공연예술 센터(Marvin Sands/Constellation Brands 

Performing Arts Center)의 데이브 매튜스/팀 레이놀즈 콘서트(Dave Matthews/Tim 

Reynolds concert)에서 4 명 체포 6월 4일 일요일 

 

자동차부(DMV) 수사관들은 이 집행 조치를 온타리오 카운티 보안관 부(Ontario County 

Sheriff's Department)와 함께 협력하여 실시했습니다. 일리노이, 델라웨어, 뉴저지, 

코네티컷에서 발급되었다는 위조 신분증을 소지한 4 명이 기소되었습니다. 1 명이 세 

가지 사기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다리엔 레이크 공연예술 센터(Darien Lake Performing Arts Center)의 플로리다 조지아 

라인 콘서트(Florida Georgia Line concert)에서 30 명 체포 6월 16일 금요일 

 

자동차부(DMV) 수사관들은 제네시 카운티 보안관 부(Genesee County Sheriff's 

Department)와 협력했습니다. 법 집행 요원들이 미성년자이면서 알코올 음료를 

소지하거나 사기 신분증을 이용하여 알코올 음료를 구입하려고 시도한 콘서트 관객들을 

적발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밝히면 사기 신분증을 소지한 혐의자 8 명과 미성년자이면서 

알코올 음료를 소지한 혐의자 24 명 등 총 30 명을 체포했습니다. 오하이오,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코네티컷에서 발급되었다는 위조 라이센스를 포함하여 7 건의 사기 

문서가 압수당했습니다. 

 

주도 지역 –8 명 체포 

 

사라토가 공연예술 센터(Saratoga Performing Arts Center)의 데이브 매튜스/팀 

레이놀즈 콘서트(Dave Matthews/Tim Reynolds concert) 도중과 공연 후에 8 명 체포 

6월 17일 토요일 

 

자동차부(DMV) 수사관들과 뉴욕 주립 공원 경찰(New York State Park Police)은 콘서트 

중 예방 소탕 작전(Operation Prevent sweep)을 실시한 후 사라토가 스프링스 

경찰(Saratoga Springs Police)과 함께 술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사기 면허를 소지한 

미성년자들의 알코올 음료 구입 시도로 SPAC에서 7 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술집 단속의 

결과로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사용한 1 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 19 명 체포 

 

존스 비치 극장(Jones Beach Theater)의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의 디렉스 

밴틀리 콘서트(Dierks Bentley concert) 중 12 명 체포 6월 23일 금요일 



 

자동차부(DMV) 수사관들과 뉴욕 주립 공원 경찰(New York State Park Police)은 나소 

카운티의 원토 소재 디렉스 밴틀리 콘서트(Dierks Bentley concert)에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12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사기 문서들은 뉴욕, 로드 아일랜드,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뉴햄프셔, 코네티컷에서 발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탕 작전으로 4 

건의 다른 위조 문서가 더 발견되었지만 혐의자들은 해당 문서를 유기했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 오션 비치(Ocean Beach)에서 소탕 작전 중 7 명 체포 

 

자동차부(DMV) 수사관들과 오션 비치 경찰국(Ocean Beach Police Department)은 서퍽 

카운티의 파이어 아일랜드 소재 오션 비치(Ocean Beach)에 있는 다음과 같은 술집 9 

곳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을 실시했습니다. 샌드 바(Sand 

Bar), 맥과이어스(Maguires), 캐스트 어웨이(Cast Away), 씨제이스(CJ's), 보체(Bocce), 

매튜스(Matthews), 아일랜드 머메이드(Island Mermaid), 하이드어웨이(Hideaway), 

하우저스(Houser's). 7 명이 기소되었고 7 건의 문서가 압수되었습니다. 문서 중 5 건은 

허구의 것이었고 2 건은 유효한 라이센스였지만 술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사람의 

라이센스는 아니었습니다.  

 

센트럴 뉴욕 – 3 명 체포 

 

레이크뷰 원형극장(Lakeview Amphitheater)의 잭 브라운 밴드(Zac Brown Band) 

공연에서 3 명 체포 6월 24일 토요일 

 

자동차부(DMV) 수사관들은 알코올 음료를 사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이유로 

오논다가 카운티의 시러큐스 소재 레이크뷰 원형극장(Lakeview Amphitheater)의 잭 

브라운 밴드(Zac Brown Band) 공연에서 3 명을 체포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와 

일리노이에서 발급되었다는 두 건의 사기성 문서가 압류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 행위를 억제하며 뉴욕주의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 수사관들은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 (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부(DMV)는 또한 

대도시와 대학 도시에서 술집 소유주, 법 집행 기관, 주립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 등의 요청으로 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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