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6년 9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 (술마시지 않고 맨정신으로 

운전하거나 체포되거나) 음주운전 단속 캠페인 결과 발표 

 

주립 경찰은 DWI (음주운전) 혐의로 700명 이상의 운전자를 체포하고, 18일간의 단속 

기간동안 4만 7천장 이상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립 경찰이 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라는 국가적인 

음주운전 엄중 단속 캠페인 기간 동안 음주운전 중인 739명의 운전자를 체포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부터 9월 5일 월요일까지 시행된 이 캠페인은 음주 운전 

혹은 약물 운전에 의한 사망과 부상을 크게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음주 운전자 혹은 부주의한 운전자는 뉴욕의 도로에서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빠지게 

하므로 우리는 이 위험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음주 운전을 방지해서 음주 운전자를 우리의 도로에서 

사라지게 하고, 모든 뉴욕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 기관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해서 주립 법집행 기관과 지역 법집행 기관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립 경찰과 지역 법집행 기관들은 또한 부주의하고, 과속을 저지르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move over” (양보) 법을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가 조율하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주립 경찰은 8월 19일부터 9월 5일 단속 기간 중 739명의 음주운전자를 체포하고, 

노동절 연휴 기간에만 219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8일간의 캠페인 

기간동안, 주립 경찰관들은 과속으로 17,555장, 부주의한 운전으로 1,413장, 아동 

보호용 의자 벨트 및 안전벨트 규정 위반으로 2,306장, “양보” 운전 미준수로 531장을 

포함하여 합계 43,704장의 티켓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립 경찰관들은 작년의 2,973건에 비해 총 3,243건의 충돌 사고를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충돌 사고 중에서 1,006명이 부상당했고 11명이 사망했습니다. 

 

George P. Beach II, 뉴욕 주립 경찰 총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메세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운전하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 시 매번 이러한 현명한 선택을 하면 불필요한 

비극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립 경찰은 부주의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Terri Egan,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 의장 대행 겸 차량관리부 장관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자와 약물 중독자들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동안, 매일 매번 우리 도로에서 부주의한 행동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는 메세지를 접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부주의한 운전과 같은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운전을 하도록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뉴욕 주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주립 법집행 기관과 지역 

법집행기관이 교통 안전을 지키도록 지원하는 것은 그 어느때 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운전자, 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를 충돌 단속 기간 뿐만 아니라 매일 

매번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뉴욕 주립 경찰과 모든 법집행 기관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역별 경찰대가 단속한 캠페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대 지역 음주운전 

체포 

(사람 수) 

과속  부주의한 

운전 

아동 보호용 

의자 벨트/ 

안전벨트 

양보 합계 

티켓 수 

(기타 위반 

포함) 

A 뉴욕주 서부 

지역 

Western 
NY 

72 1,835 157 250 25 4,300 

B North 
Country 

60 981 54 174 49 3,121 

C 서던 티어 

Southern 
Tier 

32 1,564 51 69 65 2,984 

D 뉴욕주 중부 

지역 

Central NY 

73 1,411 161 175 37 4,185 

E Finger 
Lakes 

65 2,144 165 284 51 5,482 

F Upper 
Hudson 
Valley 

125 1,489 187 473 53 4,827 

G Capital 
Region 

83 1,972 170 277 67 4,915 

K Lower 
Hudson 
Valley 

92 1,644 101 225 68 4,230 

L Long 
Island 

58 845 197 135 11 2,835 

T NYS 
Thruway 

79 3,670 170 244 105 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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