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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여름여름여름여름 콘서트장에서의콘서트장에서의콘서트장에서의콘서트장에서의 미성년미성년미성년미성년 음주음주음주음주 및및및및 가짜가짜가짜가짜 신분증에신분증에신분증에신분증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차원의차원의차원의차원의 

엄중한엄중한엄중한엄중한 단속단속단속단속 결과를결과를결과를결과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탐지탐지탐지탐지 장치장치장치장치 최초최초최초최초 사용사용사용사용 및및및및 여름여름여름여름 행사가행사가행사가행사가 끝날끝날끝날끝날 무렵무렵무렵무렵 수사수사수사수사 활동활동활동활동 지원으로지원으로지원으로지원으로 미성년자미성년자미성년자미성년자 
음주를음주를음주를음주를 예방하다예방하다예방하다예방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여름 콘서트장과 기타 미성년자 출입장소에 실시딘 주 

차원의 엄중단속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133명이 체포되었고 63건의 가짜 

신분증이 압수되었습니다. 노동절이 다가옴에 따라 자동차부의 현장수사반이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뉴욕주의 여러 콘서트장과 술집에서 불시 단속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이전에 미성년자의 음주를 막고 가까 신분증 구입을 꺾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이 작전 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짜 신분증 소지와 미성년자 음주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나쁜 결정으로 이어져 평생 

씻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무모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엄중단속하여 불필요한 비극 상황을 피하고 미성년 

음주가 하등 가치 없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해나갈 것입니다.”  

 

이 엄중단속 기간 동안 자동차부 수사관들은 표준 기법 외에도 휴대용 서류 스캔 

워크스테이션을 최초로 사용하였습니다. 서류 스캔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면 

수사관들이 술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ID를 스캔하고 ID 개조 및 변조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방 단속 결과: 

 

장소장소장소장소 일자일자일자일자 행사행사행사행사 체포체포체포체포 압수된압수된압수된압수된 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 

Darien Lake 
Performing Arts 
Center 

8월 29일  
Rascal 
Flatts 

20 7 

Albany시  9월 3일 해당 없음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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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ien Lake 
Performing Arts 
Center 

9월 3일 
Luke Bryan 
concert 

22 11 

CMAC, 
Canandaigua 

9월 3일 
Dierks 
Bentley 
concert 

10 1 

Darien Lake 
Performing Arts 
Center 

9월 4일 
Luke Bryan 
concert 

42 14 

Cortland시  9월 4일 해당 없음 23 14 

Saratoga 
Performing Arts 
Center 

9월 6 
Zac Brown 
Band 
concert 

9 9 

 
 

이런 식의 단속이 이뤄지는 동안, 가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은 체포되고 가짜 신분증은 

압수됩니다. 그리고 관계자는 형사 제재를 받으며, 행정조치로 최소 90일간 면허정지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부는 Albany 경찰서, Cortland 시 경찰서, Genesee 카운티 

보안관사무실, Ontario 카운티 보안관사무실, 뉴욕주립공원경찰서와 협력하여 Operation 

Prevent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DMV의의의의 Terri Egan 실무차관은실무차관은실무차관은실무차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수사관들은 미성년자 음주와 

가까 신분증에 대한 이와 같은 엄중단속 공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뉴욕주민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가짜 

신분증 사용은 용납되지 않으며 법을 위반하는 미성년 음주자는 체포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지시켜 나갈 것입니다.” 

 

가짜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 사기 혐의로 체포된 많은 사람들은 외국 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 증서들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신분 사기 및 

절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부와 뉴욕주주류국은 술집 주인, 보안요원, 허가시설 서비스 직원들에게 

운전면허증, 허가증 및 뉴욕주 발급 신분증에 포함된 새로운 보안사항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최근에 팀을 꾸렸습니다. 뉴욕주에서 장사를 하는 수천 명의 술집 주인들에게 

새로운 전자 브로셔가 배포되었는데, 이 브로셔에는 주류 면허를 보유한 상점의 주인과 

직원이 좀 더 쉽게 신분증 진위 여부를 증명하고 가짜 신분증을 가려낼 수 있도록 확인 

형태의 첨단 보안 사항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후 편의점 주인과 단속기관은 전자 

브로셔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단속 조치는 미성년자의 알코올 남용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가 지원하였습니다. 뉴욕 주에서 법적 음주 연령은 21세입니다. 

 



 

Korean 

자동차부자동차부자동차부자동차부 소개소개소개소개 

뉴욕주 자동차부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이고, 주민을 위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선도적인 기관입니다. 이 부서는 신원확인 서류를 발급하고, 필수 자동차 및 

운전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자동차법을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dmv.ny.gov을 방문하고 Facebook 에서 

DMV에 “like”를 눌러주거나 , Twitter에서 @nysdmv를 팔로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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