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8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올가을 미성년자 음주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발표  

  

SLA와 DMV가 협력하여 대학가에서의 미성년 음주 단속 작전에 투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가을 학기 시작과 함께 단속기관에서 조직한 대학 

캠퍼스와 대학가에서의 미성년 음주 단속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과 뉴욕주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서 

법집행기관과 함께 전주 범위에서 주류판매 허가증을 소유한 바, 레스토랑, 주류 판매점 

및 식료품점 등에서 가짜 신분증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주류판매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와 지방 법집행기관은 미성년자 음주를 예방할 

사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험한 행동과 그로 하여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학 학기가 시작함에 따라 이 단속 작전은 

미성년자 음주를 없애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협동 단속은 대학교 학생들이 가을학기를 위하여 캠퍼스로 돌아오는 즉시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법 집행 계획은 미성년자 음주를 저지하고 가짜 신분증으로 주류를 

구매하고 마시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주지사의 성공적인 안전기획을 기반으로 

세웠습니다. 대학 커뮤니티를 상대로 더 강력해진 단속 조치는 SLA와 DMV에서 일 년 

내내 주 전역에서 시행하는 정규적인 미성년 단속 작전을 보조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2016년 12월에 Cuomo 주지사는 일 년 동안에 862건의 가짜 허가증 

압수와 818명의 체포 기록을 세운 미성년 음주 단속 성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주지사는 봄철에 진행한 미성년자 음주 단속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SLA의 미성년 유인책으로 647개의 시설을 방문한 결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184명의 주류 판매 허가 소지자를 고발하였으며 DMV의 집행 조사관은 127건의 가짜 

신분증을 압수하고 주류 구매를 시도하던 21세 미만 청소년 112명을 체포하였습니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알코올 구매 의도로 가짜 신분증 혹은 위조문서를 사용할 경우 

체포하고 그들의 운전 면허증을 최소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이밖에 

SLA에 의해 고발된 사업체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위반 행위를 할 때마다 10,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반복 범죄자들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성에 직면합니다.  

  

SLA 회장 Vincent Brad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들에 대한 주류판매의 

예방은 주 주류관리청의 최우선 목적이며 우리는 DMV와 지방 법 집행기관과 계속 

협력하여 미성년자 음주와 가짜 신분증 사용 발생률을 줄일 것입니다. 허가증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간단하고 쉬운 절차로 확인하는 것 등 

조치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도록 확실한 노력을 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DMV 부 커미셔너 및 GTSC 회장 대리 Terri Eg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는 뉴욕주 전역의 대학 캠퍼스 학생들에게 분명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DMV는 

계속하여 지방과 주 전역 법 집행관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미성년자 음주로 인한 결과와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한 경고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 집행으로 미성년자 음주를 

저지하는 동시에 커뮤니티에서의 안전 중요성에 대한 학생 교육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뉴욕시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NYS OASAS)의 Arlene González-

Sánch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는 인생 전체에 영향 줄 수 

있으며 장래의 약물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단속은 알코올 

중독과 싸우는 데 소중한 예방 도구입니다.”  

  

SLA는 미성년자 음주법을 적극적으로 계속 집행하며 주류판매면허 소지자들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주립 주류관리청 (SLA)은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한 주류판매면허 소지 소매업체들에 1,077건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SLA는 또한 

미리 알코올 교육 인지 프로그램 (Alcohol Training Awareness Program, ATAP) 인증과 

홍보를 통하여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한 교육 횟수도 늘렸습니다. 

Cuomo 주지사의 협동 작전의 일환으로 SLA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레스토랑 타번 

연합회 (Empire State Restaurant & Tavern Association, ESRTA)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무료 알코올 교육 인지 프로그램 (ATAP)을 통하여 500명 이상의 사업주와 750명 

이상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 가을 SLA와 ESRTA에서는 계속 버펄로(Buffalo), 유티카(Utica), 

빙엄턴(Binghamton), 시러큐스(Syracuse) 및 태리타운(Tarrytown)에서 일련의 무료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 레스토랑 및 타번 소유주와 그들의 직원들을 상대로 

3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알코올 판매에 관한 법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미성년자 

판매에 대한 예방을 포함하여 주류 판매 허가증 소지자와 그들의 직원들이 법적 

책임감을 이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실용적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oordinated-interagency-effort-combat-underage-drinking-college#_blank


 

 

  

전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음주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알코올 관련 부상으로 인한 대학생 사망자 수: 1,800명 이상.  

 술에 취한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한 대학생 수: 696,000명.  

 알코올과 관련된 성폭행을 경험한 대학생 수: 97,000명.  

  

이밖에 NYS OASAS 보고서:  

 21세 이전의 음주는 두뇌 발달을 방해하고, 20대 초반에 잠재적인 학습 

장애의 원인을 초래함.  

 소년기 음주는 낮은 성적, 잦은 결석, 높은 학교 중퇴율과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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