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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약물 운전을 퇴치하기 위한 새로운 공익광고에 대해서 발표 

약물에 취한 운전의 위험에 관해 뉴욕 주민들에게 경고하는 공익광고 (Public Service 

Announcement, PSA) – “약물에 취해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Drugged 

Driving is Impaired Driving)”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에 관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새로운 공공 서비스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약물에 취해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Drugged Driving is 

Impaired Driving)”라는 제목의 공익 광고는 주지사의 교통 안전위원회 (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에서 개발했으며 뉴욕주 전 지역의 지상파 방송 및 

케이블 TV 방송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 공익광고 (PSA)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물 운전은 우리 

도로에 위협이 되며 도로 위의 모든 사람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이 무모한 

행동을 단속하여 약물에 취해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광고 (PSA)는 유튜브의 여기에서 제공하며, TV 해상도(h264, mp4)의 동영상은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 년 교통 안전 관리 연구원 (Institute for Traffic Safety Management and 

Research)은 뉴욕주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약물 관련 운전으로 식별된 1,43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약물 관련 운전자들은 2015 년에 

발생한 치명적인 차량 충돌 사고의 15퍼센트 (1,045건 중 155건), 167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교통사고들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의 모든 치명적인 자동차 충돌 

사고의 10퍼센트 (996건 중 101건)인 1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약물 관련 운전자 

교통사고들보다 상승한 것입니다.  

 

2014년 약물사용 및 건강에 관한 전국 설문조사 (2014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NSDUH)에 따르면, 12세 이상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설문조사가 행해진 해 

이전에 불법 약물의 영향 하에 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약물사용 및 건강에 

관한 전국 설문조사 (NSDUH) 결과는 또한 약물이나 술의 영향 하에 운전하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26세 이상 성인보다 18세에서 25세 사이 

연령의 젊은이들이 약물 또는 음주 운전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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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 Egan, 주지사의 교통 안전위원회 (GTSC) 의장 겸 자동차부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커미셔너 집행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약물 

운전의 위험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뉴욕주의 

도로에서 비극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약물 운전은 모든 

연령대의 뉴욕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며,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유발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슬픔을 안겨줍니다. 제휴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는 주지사의 

교통 안전위원회 (GTSC)는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약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뉴욕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들은 뉴욕주 전 지역의 약물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연중 내내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주지사의 교통 안전위원회 (GTSC)와 자동차부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는 최근 광범위한 훈련을 완수한 뉴욕 주 전 지역 

21명의 법 집행관들을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약물 인지 전문가 (Drug Recognition 

Expert, DRE)로 전국적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 253명의 공인된 약물 

인지 전문가 (DRE)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운전자가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법 집행 

공무원들을 도와 활동하지만, 경찰은 음주 운전의 경우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약물 인지 전문가 (DRE)는 불법 약물 및 처방약을 포함하여 7가지 약물 종류의 징후 및 

반응을 관찰하며 문서화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은 약물 인지 

전문가 (DRE)들이 장애를 유발하는 약물이나 약물의 배합에 상관없이 뉴욕주 도로에서 

약물에 취한 운전자를 체포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각 음주 운전 검문소에 약물 인지 전문가 (DRE)를 배치하는 것 이외에, 뉴욕주 경찰은 

첨단 도로 중독운전 단속 (Advanced Roadside Impaired Driving Enforcement)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 첨단 교육은 약물 인지 전문가 (DRE)가 현장에 없을 때 약물 

및 알코올 손상의 징후와 증상을 식별하고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을 뉴욕주 

경찰관들에게 제공합니다. 뉴욕주 경찰은 또한 약물 남용 또는 약물 장애가 있는 학생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학교의 간호사 및 행정 책임자들을 교육시킵니다. 교육 

전문가를 위한 약물 단속 교육 (Drug Enforcement Training for Education Professionals) 

프로그램의 목표 중 하나는 약물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교와 학교 행사에 운전해서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George P. Beach II 뉴욕주 경찰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물 중독 운전자들이 내린 

결정 때문에 매년 불필요한 비극과 그 여파로 인한 희생자들이 생깁니다. 뉴욕주 경찰은 

이러한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공익광고 (PSA)와 단속을 통해서 우리는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을 못하도록 하거나 적발해서 체포함으로써 뉴욕주의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중 인식 고취 캠페인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위기를 퇴치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지휘에 따른 뉴욕주의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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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Cuomo 주지사는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예방전략을 확장하며, 뉴욕주의 

오피오이드 과도 처방을 제한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포괄적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 (New York State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NYS OASAS)은 모든 뉴욕 주민들이 약물 

사용 장애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Arlene González-Sánchez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 (NYS OAS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약물 운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동영상은 중독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체없이 도움을 청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개인과 가족이 중독의 질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모든 뉴욕 주민들이 우리 웹사이트 oasas.ny.gov를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작년 주지사의 교통 안전위원회 (GTSC)와 뉴욕주 정부는 “노년층 뉴욕 주민을 위한 

안전 운전 요령 (Safe Driving Tips for Older New Yorkers)” 이라는 제목으로 노년층 

운전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연방 보조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이 웹사이트는 약물 및 중독 운전을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년층 운전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온라인 및 대면 안전 교육, 자동차 안전 점검 프로그램, 정보 및 

자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을 복용하는 노년층 운전자들은 해당 약을 

복용하는 동안 예방 조치가 필요한지 또는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노년층 운전자들은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운전을 요청하거나 지역 

노인 센터 (local Office for the Aging)에 연락하여 해당 지역에서 가능한 교통 수단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Greg Olsen 뉴욕주 노인 센터 (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소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을 

주시는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노인분들께서는 만성적인 

상태나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의약품이 자동차 

운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교육 자원을 개발하고 노년층 뉴욕 주민들 및 그 

가족들과 이야기하며, 공공 안전을 극대화 할 수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운전자 안전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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