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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이번 연말 동안 주 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 발표  

  

추가 단속 인원이 투입되어 남은 휴일 기간 동안 음주 운전자와 마약 복용 운전자를 단속할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경찰이 연말 동안 위험 운전을 단속하려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단속 강화는 미 전역의 ‘맨정신으로 

운전하거나 체포당하거나(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9년 

1월 1일 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운전자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 도로에서 더 많은 뉴욕주 

경찰관과 음주운전 검문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해가 다가옴에 따라, 뉴욕주 경찰은 인력을 모두 

동원하여 위험 운전자를 단속하고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모든 운전자께 

도로 운전 시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무의미한 비극을 피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음주운전(Driving While Intoxicated, DWI) 검문소와 순찰 활동 외에도, 주립 경찰관들은 

난폭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승객, “차선양보법(Move Over Law)” 위반 운전자들이 

있는지도 감시할 것입니다. 이 법은 운전자들이 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들이 지나갈 때 

멈춰 서거나 비켜줄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뉴욕주 경찰은 

또한 뉴욕주 전역에서 미성년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George P. Beach II 뉴욕주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모든 이들이 

안전한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섣달그믐을 축하하실 예정이라면, 책임감 있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정 운전자가 되거나 이를 지정하고,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함으로써 이번 연휴 기간에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의 집행 부커미셔너인 Terri Egan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위원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번 연휴를 즐기시기 바라며, 책임감 있는 연휴를 

보내시기를 촉구합니다. 비극이나 체포로 한 해를 마치지 마십시오.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정 운전자를 두거나 귀하께서 계신 지역의 



 

 

카풀이나 택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Have a Plan’ 무료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이번 캠페인 동안에 경찰관들은 표식된 주 경찰 차량 및 무표지 교통 단속(Concealed 

Identity Traffic Enforcement, CITE) 차량을 사용할 것입니다. CITE 차량으로 경찰관들은 

운전 중 휴대용 기기를 사용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하는 운전자를 더욱 쉽게 적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일반 차량에 섞여 다니다가 비상등을 켜서 긴급 차량의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작년 “맨정신으로 운전하거나 체포당하거나(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 캠페인 

기간 동안 뉴욕주 경찰은 40,489건의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하였습니다. 이 중 13,394건 

이상은 속도 위반이었고 1,268건은 산만한 운전이었으며 571건은 “차선양보법(Move 

Over Law)” 위반이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DWI)으로 체포된 사람이 645 명이었으며 

10명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2017년 캠페인은 12월 15일 금요일부터 2018년 1월 1일 

월요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도로 단속 캠페인은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연말연시 시즌에 우리 도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뉴욕주립경찰(New York State 

Police)과 국립 고속도로 교통 안전위원회(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는 아래와 같은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명절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귀가 계획을 미리 세우기.  

• 음주 전에 술을 마시지 않는 운전자를 지정하기;  

• 음주한 상황에서 택시 혹은 합승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음주하지 않은 친구 

또는 가족을 부르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 해당 지역사회의 비음주 동승 프로그램 이용하기.  

• 도로 위의 음주 운전자를 보게 되면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십시오.  

• 음주 상태로 운전 또는 동승하려는 사람을 아는 경우, 키를 빼앗고 그들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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