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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이번 주말 할로윈 데이 음주 운전자 엄중 단속 발표 

 

새 동영상을 제작하여 뉴욕주 전역의 미성년자 음주를 예방하고 가정과 운전자를 지키는 

책임감 있는 판단을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경찰과 현지 단속기관이 이번 할로윈 주말 

기간에 취중난동과 음주운전을 엄중 단속하기 위한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주 정부의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와 카운티의 STOP-DWI 프로그램에서 후원하고 세부 내용을 정한 특별 교통 

단속은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부터 11월 1일 화요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번의 단속을 통하여 우리는 위험하고 난폭하며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행위로 인한 휴일의 비극은 예방할 수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주 정부는 각 커뮤니티에 파견하는 단속 인원을 증가할 

것이며 모든 뉴욕시민이 책임감 있는 운전행위로서 이런 노력을 지지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할로윈을 보낼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 위원회(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보고에 

따르면 2015년의 할로윈 기간(10월 31일 저녁 6시 ~11월 1일 아침 5시 59분)에 발생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사망자의 52%가 혈중알코올농도(BAC)가 0.08 이상의 차량 혹은 

오토바이 운전자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2015년 할로윈 단속기간에 주 경찰관들은 

167명의 음주 운전(DWI)자를 체포했고, 과속, 운전 중 부주의 및 기타 교통위반 행위로 

7,600여 장의 위반 딱지를 발부했습니다. 또한, 경찰관들은 2명의 사망자와 8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737건의 추돌사고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밖에 26개의 카운티가 

지난해의 할로윈 단속에 참여하여 DWI/DWAI 위반 77명, 단순 DWAI-약물 위반 11명, 

기타 위반 85명을 체포하고 904건의 차량 및 교통 사건 소환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올해는 할로윈 데이가 월요일과 겹침에 따라 뉴욕주와 현지의 단속기관이 총출동하여 

뉴욕 도로 위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행동에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주말 내내 운전자들은 많은 음주 운전 검문소와 순찰관을 만날 것입니다. 

주 경찰관들도 미성년자에 대한 알코올 판매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 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 정부의 교통안전 위원회는 또한 미성년자 음주를 막고 책임감 있는 처사를 촉구하는 

https://www.youtube.com/watch?v=7c2HAuDDMYA&feature=youtu.be
https://www.trafficsafetymarketing.gov/get-materials/drunk-driving/drive-sober-or-get-pulled-over/halloween


새 동영상을 발부하였습니다. 동영상은 뉴욕의 부모, 보행자 및 홀리데이 파티 

개최자들에게 이번 할로윈 주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 경찰청장 George P. Beach I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로윈은 주말에 즐거움을 줌과 

동시에 뉴욕의 도로 위 책임감에 대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할로윈 주말에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말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주 경찰관들은 이번 할로윈 

기간의 도로 안전을 위하여 단속에 나설 것입니다.” 

 

GTSC 위원장 대행 및 DMV 위원회 부위원장 Terri Eg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할로윈 주말의 법적 단속 행동은 안전과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 자신의 음주 행위에 책임질 것을 요구합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기 전에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할로윈 주말을 보내기 위하여 현명하고 

올바른 처사를 하길 바랍니다.” 

 

이번 단속기간에 경찰관들은 경찰 표지를 단 순찰 차량과 비노출 교통 단속(Concealed 

Identity Traffic Enforcement, CITE) 차량을 사용할 것입니다. CITE 차량은 경찰관이 더 

효과적으로 운전 위반 차량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일반 차량과 함께 섞여 

다니지만, 비상등을 켜면 틀림없는 단속 차량입니다. 

 

뉴욕주 경찰과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는 여러분에게 도로 위에서나 밖에서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안전한 할로윈을 즐길 수 있는 아래의 쉬운 조치를 따르기 

바랍니다. 

 

주말 할로윈 기간: 

 축제 시작 전에 안전하게 귀가할 방법을 미리 마련하십시오. 

 

 음주 전 비음주 운전자를 지명하고 차키를 집에 두고 나오십시오. 

 

 음주 후 택시를 이용하거나, 음주하지 않은 친구나 가족을 부르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하십시오. 

 

 가능하면 커뮤니티의 소버 라이드(sober ride) 프로그램 이용하십시오. 

 

 술에 취한 상태로 걷는 것도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집에 걸어갈 

술에 취하지 않은 친구와 동행하십시오.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를 보면 현지단속기관으로 연락하십시오. 당신의 올바른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c2HAuDDMYA&feature=youtu.be


이밖에 Cuomo 주지사는 교육 캠페인을 시행하여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See! Be Seen!” 메시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특별히 할로윈 주말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캠페인의 “See!” 메시지는 운전자들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와 사거리에서 멈출 것.  

 

 교차로에 멈춰있을 때 횡단보도를 막지 말 것.  

 

 정지신호를 지킬 것.  

 

 속도를 줄여 제한속도를 지킬 것.  

 

 청신호 시 방향전환 혹은 적신호 시 우회전할 때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해서 

살필 것. 

 

 학교, 놀이터 및 주거 구역을 지날 때 특별히 조심할 것. 

 
 

이 캠페인의 “Be Seen!” 메시지는 보행자들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길을 건널 때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이용할 것.  

 

 보행자 건넘 버튼이 설치된 교차로는 버튼을 누른 후 신호가 바뀌면 건널 것.  

 

 인도를 이용하고 인도가 없을 때 차량흐름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마주 오는 

차량을 볼 수 있고 운전자도 자신을 볼 수 있게 할 것.  

 

 밤중이나 악천후에는 밝은 색상 혹은 반사되는 옷을 입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할 

것.  

 

 주차장과 차량 진입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주의할 것.  

 

 운전자와 눈을 마주쳐 그들이 자신을 발견했는지를 확인할 것.  

 

 길을 건널 때 왼편을 보고, 오른편을 본 다음 다시 왼편을 보면서 걷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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