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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전 지역 대학교 캠퍼스의 미성년자 음주에 대처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협력 발표

가을 학기 시작과 함께 대학교 캠퍼스에서 주지사의 성공적인 안전 대책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뉴욕 주 관계 기관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 지역에서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교 캠퍼스 타운의 미성년자 음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뉴욕 주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협력해서 활동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 뉴욕주 사무국
(New York State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뉴욕주 주류국 (New
York State Liquor Authority) ,뉴욕주 자동차관리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뉴욕주 경찰은 뉴욕주 전 지역의 캠퍼스의 미성년자 음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원을 서로 조정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대학생들을 보호하고, 주지사가 제정한 가장 최근의
“이제 그만 (Enough is Enough)” 법안을 통해, 뉴욕주 대학교 캠퍼스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주지사의 공약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 활동은 대학생들이 캠퍼스로 돌아오는 이번 달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미성년자 음주는 대학생들의 삶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함에
따라, 우리는 이 무모한 행동에 관해 대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협력 활동은 불필요한 비극을 막기위한 지원
대책을 구축할 것이고, 뉴욕주 전 지역의 캠퍼스에 더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다음의 관계부처간 활동은 대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OASAS 캠페인은 학부모가 미성년자 음주와 약물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학생 자녀와
대화하도록 지원합니다.
NYS OASAS 는 미성년자 음주를 방지하고, 중독관련 질병이 시작되기 전에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미성년 음주와 약물 사용의 위험에 관해서 대학 연령층 학생들과
대화하는 방법에 관한 학부모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Talk2Prevent (방지하기 위해
대화하기) 캠페인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또한 포스터, 사실 입증 자료,
우편엽서등을 포함해서 대학과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단체들을 위해서 미성년자 음주와
불법 약물 사용에 관련된 위험을 설명하는 사용가능한 자료들을 만듭니다. 이 Talk2Prevent
자료들의 가용성에 관한 편지가 이번 달에 뉴욕주 전 지역의 대학교 및 지역사회
파트너들에게 공유될 것입니다. 학부모, 교사, 상담교사, 지역 사회에 대한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남용에 관해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개발한 Kitchen Table

Tool Kit 는 또한 Combat Heroin 웹사이트 에서 볼 수 있습니다.
NYS OASAS 는 대학생들의 약물 사용 방지 활동을 강화하는 뉴욕 주 전 지역의 대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까운 미래에 제안 요구서를 발행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의
일환으로, 공립 대학교는 미성년자 음주 및 약물 오용 처방 방지와 캠퍼스의 연합 구축을
목표로 하는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될 것입니다.
Arlene González-Sánchez, NYS OAS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젊은 뉴욕주 학생들의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우리들과 협력하고 있는 우리 뉴욕주 협력 기관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학부모와
보호자는 자녀가 졸업식날 제대로 대학 학위를 받는 장면을 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뉴욕주 주도 사업은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약물 사용으로부터 확실히 멀어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바, 레스토랑, 선술집 소유주들에 대한 SLA 교육
SLA 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레스토랑 및 선술집 협회 (Empire State Restaurant & Tavern
Association, ESRTA)와 협력해서 바, 레스토랑, 선술집 소유주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뉴욕주
전 지역에서 무료 교육 시리즈를 개최할 것입니다. 하루 기간의 프로그램은 알코올을
판매하는 법적인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주류 판매 허가권자와 직원들이 법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SLA 는 Kingston, Troy, Cortland, Oneonta 에서 이미 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가을에, SLA 와 ESRTA 는 Rochester, Syracuse, Long Island, Newburgh, Utica,
Binghamton, Buffalo, Tarrytown 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Vincent Bradley, SLA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알코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적이고 협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뉴욕 주 법집행 및 예방
기관들사이를 조정하신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 무료 교육은 뉴욕주의
양심적인 주류 판매 허가권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며,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의 일환입니다.”
Scott Wexler, ESRTA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류 판매 허가권자들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복잡한 규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뉴욕주 주류국의
활동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치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장기간 운영될 것입니다. 즉 사업 운영과
사업자 그리고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SLA 는 주류 판매 허가권자에게 책임감을 불어넣는 교육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엄중 단속하는 단속 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했습니다.
5 월, Cuomo 주지사는 뉴육 주 전 지역의 레스토랑과 주류 판매점에 1 만 5 천개 이상의 전시
자료 배포 활동을 포함하는 뉴욕주 전체의 교육 캠페인으로, 미성년자 음주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No Excuses” (핑계대지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2015 년, SLA 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한 혐의로 1,552 개의 술집을 기소했습니다. 이는 2010 년

1,036 건의 기소보다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SLA 는 또한 미리 알코올 교육 인지 프로그램
(Alcohol Training Awareness Program, ATAP)을 인증하고 알려서,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을
판매하는 행위를 줄이고 주류 판매 허가권자가 위반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 횟수도
늘렸습니다. 주류 판매 허가권자와 관련 직원들이 이수한 ATAP 교육 건수는 2011 년
5,803 건에서 2015 년 14,549 건으로 150 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DMV 의 “조작 방지” (“Operation Prevent”) 프로그램을 대학 타운에서 시작합니다.
DMV 의 “조작 방지” 프로그램은 알코올을 입수하기 위한 가짜 신분증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 음주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DMV 수사관들은 미성년자들이 음주하는
주요 장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알코올을 입수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미성년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고 모두를 위해서 우리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2015 년에 DMV 수사관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760 명을 체포하고, 750 장 이상의 사기 신분증
문서를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름동안, 이 프로그램은 주로 뉴욕주 전 지역의 콘서트 장과 같은 인기있는 장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름 콘서트 시즌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DMV 수사관들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대학교 근처 시설에 대부분의 활동을 집중하며 SLA, 법 집행기관과 밀접하게 일할
것입니다. 2015 년 9 월에 Albany 의 The Smokin’ Bull 에서 규정 준수 단속을 벌이는 동안
해당 시설에 있는 125 명의 고객들 중에서 115 명이 21 세 이하로 밝혀졌고, 70 여명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작년에, Cuomo 주지사는 또한 인터넷에서 가짜 신분증을 사는 위험에 대해서 대학으로
돌아오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DMV 수사관들은
미성년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온라인으로 해외업체로부터 가짜 신분증을 구매한 후 신원
절도의 피해자가 된 수십건의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Terri Egan, DMV 행정 부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DMV 가 미성년자 음주로부터
뉴욕주 대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작 방지 (Operation Prevent)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님께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DMV 와
정부의 모든 계층에 있는 협력기관들은 앞으로 몇개월 안에 뉴욕 주 전 지역의 많은 대학
타운에서 미성년자 음주를 억제하고 뉴욕의 도로를 보호하느라고 일제히 힘을 쓸 것입니다.”
NYSP 캠퍼스 성폭행 피해자 부서는 성폭력으로부터 대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뉴욕주 경찰 캠퍼스 성폭행 피해자 부서의 부서원들은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캠퍼스의 알코올 남용과
성폭력사이의 연결 고리에 대한 주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랜드마크 법안인 “이제 그만 (Enough is Enough)” 법에 의해서 창설된 이 부서의
임무는 학생, 직원, 관련당사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통해서 캠퍼스의 성폭력 사건 발생
정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부서는 또한 뉴욕주 경찰에 보고되는 캠퍼스 성폭행 범죄를
수사하고, 캠퍼스와 현지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이 부서가 광고 게시판, 소셜 미디어, 뉴욕 주 전 지역에
방송될 라디오 공공 서비스 발표를 포함한 더욱 확대된 공공 지원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8 월에 발표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목표는 캠퍼스 성폭력에 대해서 대학생들과 더 많은
지역사회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George P. Beach II 뉴욕주 경찰 총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퍼스 성폭행 피해자 부서에
배치된 수사관들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알코올 남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들에 대해 대학생들과 관련 당사자들에게 예방차원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서,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건수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져 우리의 활동이 성과를 올리기를
희망합니다.”
Paul M. Berger SUNY 대학교 경찰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기가 시작할 때가,
미성년자 음주가 우리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을 교육 시킬 중요한 시간입니다. 뉴욕 주 자원에 대한 주지사님의 조정 노력이 대학에
돌어오는 신입생들에 대한 교육과 학교로 돌아오는 재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SUNY 에서의 우리의 활동을 강화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매년 행해지는 미국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코올 관련 부상으로 1 천 8 백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사망.
 술에 취한 다른 학생으로부터 696,000 명의 대학생들이 폭행 당함.
 9 만 7 천명의 학생들이 알코올과 관련된 성폭행을 경험.

추가로, NYS OASAS 보고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세 이전의 음주는 두뇌 발달을 방해하고, 20 대 초반에 잠재적인 학습 장애의
원인을 초래함.
 초기 알코올 사용은 낮은 성적, 결석, 높은 학교 중퇴율과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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