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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연말 연휴 기간 동안 음주 운전 단속 발표  

  

 12월 11일부터 1월 1일까지 음주 운전 단속 캠페인 시행  

  

지난해 집행 캠페인 동안 주 전역에서 144,000장 이상의 차량 및 교통 법 위반 티켓이 

발부되고 음주 운전 위반으로 4,142명 체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역의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이 바쁜 연말 연휴 

여행 시즌 동안 음주 운전을 단속하도록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단속 

캠페인은 12월 11일 수요일부터 1월 1일 수요일까지 시행됩니다. 국가 "음주 운전 단속 

캠페인(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 이니셔티브의 일환인 이 단속은 알코올 및 약물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 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이 단속은 음주 운전 억제를 

위한 특별 교통 선택 프로그램(STOP-DWI)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친구들과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여행하기를 바랍니다. 음주 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볼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주 운전에 

대해 베풀 수 있는관용은 결코 없으며,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은 모든 음주 운전자를 

잡아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단속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 올버니의 크로스게이트 몰에서 언론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 위원회 및 차량 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직원은 주 전역의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 및 음주 운전 억제를 위한 특별 교통 

선택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함께 합니다. 행사 이후, 쇼핑객들은 마약 복용 및 알코올 

섭취의 영향을 보여 주는 특수 고글을 착용하여 마약이나 알코올이 운전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단속 캠페인 기간 동안 주 전역의 법 집행 기관은 4,142명의 음주 운전자를 

체포하고 기타 차량 및 교통 법 위반에 대해 144,197개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뉴욕 차량 관리부 커미셔너인 Mark J.F. Schroeder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 위원회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운전자는 가족과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해 이번 휴가 



 

 

시즌 동안 이동할 때 책임감 있는 운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은 용납할 수 

없으며,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운전자들을 불필요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도로 위 음주 운전자를 몰아내기 위해 힘쓰고 있는 주 전역의 

법 집행 기관과 음주 운전 억제를 위한 특별 교통 선택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경찰 Keith M. Corlett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 년 내내 우리 회원들은 

음주 운전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저희의 목표는 마약에 취한 운전자나 음주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기 전에 이들을 도로 밖으로 몰아내는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을 위한 결정을 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휴가를 보내길 바랍니다. 또한, 모두가 안전한 휴가를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오네이다 카운티 보안관이자 뉴욕주 보안관 협회(NYS Sheriffs' Association) 회장인 

Robert Macio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보안관들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안관 대리인은 음주 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술에 

취하거 마약을 한 채로 운전하는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으므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신이나 승객 또는 도로 위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잃게 하거나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뉴욕주 경찰 국장 협회(NYS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회장인 Patrick D. 

Phelan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협회 회원이 주 전역으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중요한 단속 집행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교통안전 옹호자들과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음주 운전자를 고속 도로로부터 차단하고, 

이 연휴 기간 동안 가능한 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합니다."  

  

음주 운전에 대처하려는 뉴욕의 주요 노력 중 하나는 음주 운전 억제를 위한 특별 교통 

선택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주의 음주 운전 억제를 위한 특별 교통 선택 프로그램은 국내 

최초의 자기 조달 음주 운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죄 판결을 받은 음주 

운전자가 지불한 벌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법 집행 

기관 및 법 집행을 하지 않는 기관 등 다양한 전문 배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억제를 위한 특별 교통 선택 프로그램은 카운티가 알코올 및 기타 약물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지 노력을 조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62개 카운티는 참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음주 운전 억제를 위한 

특별 교통 선택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 

운전 집행 전용 특수 훈련 경찰 부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수 검찰과 수습 요원 고용, 



 

 

점화 연동 장치 모니터링, 재활 서비스 지원, 공공 정보 및 각 지역 사회 맞춤형 교육 

캠페인. 자세한 내용은 http://www.stopdwi.org/을 방문하십시오.  

  

음주 운전 억제를 위한 특별 교통 선택 프로그램 외에도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 위원회는 

약물 인식 전문가(Drug Recognition Experts) 교육을 지원합니다. 약물 인식 전문가는 

운전자가 운전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보이면 법 집행 시 동원되는 특별히 훈련받은 

경찰관이지만, 경찰은 운전 능력이 떨어진 원인 또는 단일 원인으로서 알코올은 

배제합니다. 각 약물 인식 전문가는 국립 고속 도로 교통안전 관리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및 국제경찰 참모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의 승인을 받은 광범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약물 인식 전문가는 불법 약물 및 

처방약을 포함하여 7가지 약물 종류의 징후 및 반응을 관찰하며 문서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 위원회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safeny.ny.gov를 방문하거나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서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 위원회 대화를 

팔로우하세요.  

  

차량 관리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dmv.ny.gov를 방문하거나 페이스북 및 트위터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차량 관리부 대화를 팔로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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