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슈퍼볼 주말 동안 뉴욕주 경찰이 음주운전(DRIVING WHILE 

INTOXICATED, DWI) 및 부주의한 운전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발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STOP-DWI Campaign)에는 미성년자 음주 단속과 순찰 및 

음주운전 검문소 강화 계획이 포함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경찰이 주 전역의 지역 법 집행기관과 함께 

슈퍼볼이 개막되는 주말 동안 음주운전 및 부주의한 운전을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STOP-DWI Campaign)에는 음주자들을 막고 

확인하며 체포하기 위한 미성년자 음주 단속과 순찰 및 음주운전 검문소 강화 계획이 

포함될 것입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가 

이 단속 계획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퍼볼은 올해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뉴욕 주민들이 이 행사를 책임감 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음주할 

예정이라면,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뉴욕주는 음주운전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뉴욕주 경찰은 모든 뉴욕 주민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주말 음주운전 및 

부주의한 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뉴욕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예방(STOP-DWI) 노력 덕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2017년 슈퍼볼 캠페인 동안 110명의 음주운전자를 

체포했으며 총 4,098개가 넘는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뉴욕주 

스루웨이를 포함한 주 전역의 고속도로에 있는 다양한 도로 전광표지판에서 홍보될 

것이며, 2월 3일 토요일부터 2월 5일 월요일 오전 4시까지 진행됩니다.  

 

George P. Beach II 뉴욕주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승팀을 점치면서 슈퍼볼 

주말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음주를 하셨다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동승자 그리고 도로 위 다른 사람에게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이번 주에 음주운전자와 부주의한 운전자를 단속할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큰 경기를 즐기는 분들은 집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우거나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함으로써 경기를 안전하게 즐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생명을 구하고 심각한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부(DMV)의 집행 부커미셔너인 Terri Egan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위원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퍼볼 선데이(Super Bowl Sunday)는 즐겁고 신나는 미국의 전통적인 

날입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이 재밌는 미식축구 경기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음주운전자들이 비극적인 사고를 일으켜 이 

좋은 시간을 망치곤 합니다. 음주할 예정이라면,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리기사 

혹은 택시를 부르시거나 자동차 합승(ride-sharing)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술 

혹은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미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 따르면 2016년에 음주운전 사고로 10,497명이 사망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미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는 음주 관련 차 사고로 매일 28명의 사람이 사망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50분마다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티를 개최할 계획이라면, 귀하께서 바로 팀의 주장이 됩니다! 책임감 있는 운전자를 

지명하여 손님들이 집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 모든 손님에게 미리 운전자를 정해둘 것을 부탁하십시오. 혹은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와 함께 자동차 합승(ride-sharing)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술을 마시지 않는 분이라면 손님을 집까지 태워다 준다고 제안하십시오.  

• 파티에 여러 음식과 무알코올 음료를 준비해 놓으십시오.  

• 파티 시간의 3/4 정도가 지났을 때는 술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커피와 

후식을 제공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 온라인 자동차 합승(ride-sharing)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현지 택시 회사의 

전화번호를 보관해 두십시오. 음주 후 운전할 생각이 있는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의 자동차 키를 다른 곳에 보관해 두십시오.  

  

손님에게 술을 대접하고 그 손님이 그날 밤 사고가 난나면 귀하께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발생한 피해, 부상 또는 사망은 부모나 보호자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와 뉴욕주 음주운전 

예방 재단(STOP-DWI Foundation)이 마련한 “계획 세우기(Have a Plan)” 모바일 앱은 

애플, 안드로이드 및 윈도우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이 앱을 

통해 택시의 위치를 확인하여 호출하고 대리 운전기사 목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앱은 음주운전(DWI) 관련 법과 처벌 및 음주운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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