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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음주운전을 안하거나 차를 두고 다니기”
주지사 주경찰이 올해의 “음주운전을
다니기 전국
엄중단속 활동에 참여한다고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5년 12월 18일(금)부터 2016년 1월 1일(금)까지
뉴욕주의 뉴욕주 경찰과 지방법단속기관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음주운전을 안하거나
차를 두고 다니기(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 캠페인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캠페인 기간 동안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음주단속 검문소와 증대
배치된 순찰 활동을 목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습니다.
“주경찰관들은 이번 연휴 시즌에 위험한 운전자들을 엄중 단속할 것입니다”라고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음주운전과 이로 야기되는 예방 가능했을 비극적 상황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모든 운전자들이 도로 규칙을
따르고 한 번 더 생각한 후 운전대를 잡기를 바랍니다.”
DWI 검문소와 순찰 활동 외에도, 주경찰관들은 난폭운전자, 안전티 미착용 승객 및
“MOL(Move Over Law)” 위반 운전자들이 있는지도 감시할 것입니다. MOL이란
운전자들이 앰뷸런스 같은 긴급 차량들이 지나갈 때 멈춰서거나 비켜줄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Joseph A. D’Amico 경찰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교통안전은 이번 연휴 시즌의
최우선사항입니다. 경찰관들은 고속도로에 나가서 새해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모든
분들의 연휴를 안전한 연휴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축하하려는
분은 책임 있게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하지 마십시오. 음주를 했다면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를 정해두거나 미리 집에 가는 방법을 마련해두십시오. 정신이
온정치 않은 상태의 운전자는 불필요한 사망과 부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생명을 어쩌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GTSC 의장 대리 겸 자동차부 실무차관 Terri Egan은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많은
뉴욕주민들에게 연휴는 이를 축하하기 위한 만남, 파티, 행사 등으로 바쁜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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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는 것입니다. 이는 음주를 할 때마다 어떤 계획, 지정된 운전자를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정치 않거나, 약물을 사용했거나, 난폭운전을 했거나 부주의한
운전은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를 달리는 분들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집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바랍니다.”
이번 캠페인 동안에 경찰관들은 표식된 주 경찰 차량 및 무표지 교통 단속(CITE) 차량을
사용할 것입니다. CITE 차량으로 경찰관들은 운전중 휴대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운전자를 더욱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일상적인 이동 차량에 섞여
다니지만, 일단 비상등을 켜면 긴급 차량으로 그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지난 해 단속 기간에, 주경찰은 49,000여건의 벌금 티켓을 발부하였습니다. 이 중
17,000여건은 과속위반이었고, 1,730건은 난폭운전이었고, 697건은 “Move Over Law”
위반이었습니다. DWI로 체포된 사람도 702명이었고, 13명은 차량 추돌로 사망했습니다.
사실은 냉혹합니다: 2013년 연말 휴가 기간 동안, 전국에서 1,180명이 도로에서
사망하였으며 그 중 1/3 이상이 음주 운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해 크리스마스에는
23명의 사람들이 음주 운전자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뉴욕주경찰, GTSC 및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는 이번
연휴 시즌에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팁을 내놓았습니다:
• 즐거운 시간을 갖기 전에 안전 귀가를 계획하십시오;
• 음주 전에 술을 마시지 않는 운전자를 지정하십시오;
• 취한 경우, 택시를 이용하거나 술에 취하지 않은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 본인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소버라이드(sober ride) 프로그램을 이용하십시오;
• 우연히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를 보게 되면 지역 경찰에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십시오;
• 음주 상태에서 운전 또는 동승하려고 하는 사람을 아는 경우, 키를 빼앗고
그들이 가는 곳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다른 교통편을 주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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