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경찰의 할로윈 주 단속 캠페인(HALLOWEEN WEEK 

ENFORCEMENT CAMPAIGN) 결과 발표  

  

주 경찰, 연간 캠페인 중 음주 운전자 280명 체포, 21,450장 이상의 위반 티켓 발부  

  

주 전역의 법 집행관은 40,272장 이상의 티켓 발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9년 10월 25일에 시작되어 2019년 11월 1일 

금요일까지 계속된 연례 할로윈 단속 캠페인(Halloween Enforcement Campaign) 기간에 

주 경찰이 21,467장의 티켓을 발부하고 음주 운전으로 28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 전역의 기타 법 집행관들은 음주 운전, 과속, 주의 분산 운전, 

안전띠 위반 및 차선양보법(Move Over Law) 위반 등 다양한 교통 위반으로 위반 티켓을 

40,272장 발부했습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가 이 단속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음주 운전자들이 초래하는 

불필요한 비극을 방지함으로써 더 안전한 할로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뉴욕은 음주 

운전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이 캠페인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체포됩니다."  

  

캠페인 기간, 주 경찰은 음주 검문과 추가 음주 운전 순찰을 시행했으며, 손으로 전자 

장치를 사용한 주의가 분산된 운전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 단속의 

일환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더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해 주 경찰 표식 

차량과 미표식 교통 단속(Concealed Identity Traffic Enforcement, CITE)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차량은 일반 차량에 섞여 다니다가 비상등을 켜서 긴급 차량의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주 경찰관들은 음주 운전(DWI)을 한 280명을 체포했으며 

3명이 사망하고 269명이 부상을 입은 2,092건의 충돌 사고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Keith M. Corlett 뉴욕주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항상 술에 취해 무모한 

운전자들이 운전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와 부모님이 할로윈과 

같은 휴일에 외출할 때는 좀 더 인식을 높이고 운전자들에게 더 주의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음주 운전 또는 무모한 운전을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러한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관리부(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커미셔너 겸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위원장 Mark J.F. 

Schroe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는 도로의 안전을 증진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을 예방하는 특별 단속 

캠페인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음주 운전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음주를 할 것이라면,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스톱-음주 

운전(STOP-DWI) '계획 세우기(Hay a Plan)'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어디든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단속의 일환으로, 경찰은 주 전역에 걸쳐 과속 운전 및 난폭 운전을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주 경찰이 발부한 교통 위반 티켓의 표본입니다.  

  

과속           7,852건  

주의 분산 운전     714건  

안전띠 미착용     599건  

차선양보법(Move Over Law) 위반        242건  

  

  

주 

경찰  
지역  과속  

음주 

운전 

체포  

(명)  

운전 

부주의  

아동 

보호장구/  

안전띠  

차선양보법 

위반  

총액  

티켓 

수  

(기타 

위반 

포함)  

A  뉴욕주 서부 지역  884  21  63  56  21  2,167  

B  노스 컨트리  368  23  19  22  15  1,396  

C  서던 티어  660  12  33  23  16  1,500  

D  뉴욕주 중부 지역  717  24  55  62  23  1,896  

E  핑거 레이크스  828  19  42  81  15  2,301  

F  
허드슨 밸리 상부 

지역  
788  57  108  82  21  2,393  

G  주도 지역  886  33  134  67  26  2,356  

K  
허드슨 밸리 하부 

지역  
1,018  37  54  76  28  2,216  

L  롱아일랜드  304  29  69  51  21  1,479  

뉴욕시  뉴욕시  24  0  80  21  2  1,046  

T  
뉴욕주 

스루웨이(Thruway)  
1,375  25  57  58  54  2,717  



 

 

  

  

  

작년 할로윈 단속 캠페인 동안, 주 경찰은 16,801장의 티켓을 발부했으며 음주 

운전(DWI)으로 267명을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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