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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서
미성년자 음주 단속을 위해 신기술 사용함 발표

자동차부(DMV)는 국내 최초로 새 프로그램을 시험할 예정
뉴욕 소재 회사에서 신기술을 사용하는 해당 프로그램 개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가
시험용 프로그램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미성년자 음주와 가짜 신분증 사용을 단속합니다. 뉴욕 소재 회사
인텔리체크(Intellicheck Inc.)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법 집행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조사관이 인텔리체크(Intellicheck) “로 아이디(Law ID)” 앱을 조사관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여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스캔하고 모든 50개 주의 운전 기록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몇 초 후 조사관은 그 신분증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뉴욕은 이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시험하는 주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평생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에서 개발한 엄청난 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주의하고 위험한 행동을 단속할 이
새로운 시험 프로그램을 개시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동차부(DMV) 조사관들은 이번 해 내내 뉴욕주 전역의 콘서트와 바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21세 미만의 알코올 구입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방 작전 캠페인(Operation
Prevent Campaign)으로 알려진 이 활동에서 자동차부(DMV)는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주 경찰청(State Police), 주 공원 경찰청(State Park Police), 지역 법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계 집행 시즌이 시작된 후로 211명이 가짜
신분증 소지 또는 미성년자 알코올 섭취 시도로 체포되었습니다.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 행사를 진행하며 자동차부(DMV) 조사관들은 가짜 주 외
면허증 및 신분증을 소지한 미성년자들을 빈번하게 발견합니다. “로 아이디(Law ID)”

앱은 자동차부(DMV) 조사관들이 주 외 면허증이나 신분증 진위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6월과 7월 체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역(Capital Region) - 사라토가 퍼포밍 아트 센터(Saratoga Performing Arts
Center)에서 70명 체포
•

6월 9일, 자동차부(DMV) 조사관들과 뉴욕주 경찰청(Park Police)은 Kendrick
Lamar 콘서트에서 가짜 신분증을 소지한 27명을 체포했습니다.

•

7월 7일, 자동차부(DMV) 조사관들은 Rascal Flatts 콘서트에서 주 경찰청(State
Park Police)과 재협력했습니다. 그 결과 6명이 가짜 신분증 소지로
체포되었습니다.

•

7월 13일, Dave Matthews 밴드(Dave Matthews Band) 콘서트에서 1명이 가짜
신분증 소지로 체포되었습니다.

•

7월 15일, Jason Aldean 콘서트에서 9명이 가짜 신분증 소지로 체포되었습니다.

•

7월 25일, 조사관들은 Wiz Khalifa 및 Rae Sremmurd 콘서트에서 가짜 신분증
소지로 27명을 기소했습니다. 추가 두 명을 체포할 예정입니다.

센트럴 뉴욕(Central New York) - 레이크뷰(Lakeview)의 세인트 조셉 헬스
앰피시어터(St. Joseph's Health Amphitheater)에서 21명 체포
•

6월 7일, 자동차부(DMV) 조사관들은 Kenny Chesney 콘서트에서 오논다가
카운티 보안관부(Sheriff's Department)와 협력하여 9명을 체포했습니다.

•

6월 23일, 자동차부(DMV) 조사관들 및 오논다가 카운티 보안관부(Sheriff's
Department)는 Zac Brown 밴드(Zac Brown Band) 콘서트에서 6명을
체포했습니다.

•

6월 30일, 자동차부(DMV) 조사관들과 오논다가 카운티 보안관부(Sheriff's
Department)는 Brad Paisley/Kane Brown 콘서트에서 6명을 체포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 9명 체포
•

6월 30일, 자동차부(DMV) 조사관들 및 뉴욕주 경찰청(New York State Police)은
로체스터에서 가짜 신분증 사용을 시도한 9명을 체포했습니다. 필거스 이스트
엔드(Filger's East End)와 머피스 로(Murphy's Law)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롱아일랜드(Long Island) - 21명 체포
•

7월 30일, 자동차부(DMV) 조사관들은 존스 비치 시어터(Jones Beach Theater)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에서 열린 Kesha 콘서트에서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21명이 가짜 신분증 소지로 체포되었습니다. 총
문서 30개가 압수되었고 그 중 29개가 가짜였습니다. 아홉 명은 발각되기 전에
위조 문서를 포기했습니다.

웨스턴 뉴욕(Western New York) - Darien Lake 콘서트 시설에서 90명 체포
•

6월 24일, 자동차부(DMV) 조사관들과 제네시 카운티 보안관부(Sheriff's
Department)는 Zac Brown 밴드(Zac Brown Band) 콘서트에서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44명이 체포되었습니다.

•

7월 3일, Logic 콘서트에서 27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자동차부(DMV) 조사관들은
제네시 카운티 보안관부(Sheriff's Department)와 협력했습니다.

•

7월 22일, 자동차부(DMV) 조사관들과 제네시 카운티 보안관부(Sheriff's
Department)는 Kesha 및 Macklemore 콘서트에서 19명을 체포했습니다.

자동차부(DMV)의 집행 부커미셔너인 Terri Egan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위원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적 기술의 도움으로 위험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름
내내 콘서트 장소를 조사할 것이며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고 미성년자는 알코올을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이 맥주나 기타 알코올 음료를 살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주지 마십시오.”
인텔리체크(Intellicheck)의 Bryan Lewis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
아이디(Law ID)로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신분증을 식별하고 자동차부(DMV) 기록에
접근함으로써 조사관들이 매일 직면하는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최신 기술
솔루션은 중요한 안전, 가격, 시간 혜택을 주며 해당 부서와 뉴욕 시민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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