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음주운전 방지 프로젝트
Koreatown Impaired Driving
Prevention Project

HOLIDAY SEASON TO REMEMBER!
즐겁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한 지침서
연말연시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러분은 요리를 하거나 집안도 예쁘게 꾸미거나 또는
여러가지 약속을 잡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모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술이 있는 자리인 만큼 더더욱 모임에 참여하는 손님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인들의 음주운전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각한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다음 통계를 통해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
•
•
•
•
•
•
•
•
•
•

1975 년 이래, 190,000 명 이상이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과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으로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왔습니다.
2001 년 조사에 따르면, 12 세 이상 미국인 10 명 중 1 명 즉, 2510 만여 명의
사람들이 설문조사 한 달전까지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0 년부터 2001 년까지, 음주운전 비율이 10.0%에서 11.1%로 증가했습니다.
2001 년 통계에 의하면, 18-25 세 사이 청소년의 22.8%가 음주운전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인 10 명중 3 명 꼴로 음주 관련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03 년에 보고된 음주 관련 사고 기록에 의하면, 17,013 명이 음주 관련 사고로
숨졌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1/31 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2003 년에는 275,000 명의 사람들이 음주와 관련된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매 2 분마다 한 명씩 부상을 입는 비율입니다.
교통사고 원인 중 40% 이상은 음주와 관련된 사고 입니다.
음주 관련 교통사고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사건사고 중 66%가 음주와 관련되어 있으며, 주간에
발생하는 음주관련 사건사고 비율(18%)와 비교해 볼 때 약 5 배 가량 높습니다.
2003 년에는 주말에 발생한 심각한 교통사고의 53%가 음주 관련 사고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잔의 술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음주 후 운전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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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PARTY GIVERS
송년 모임을 마련할 때 주의사항
•

•

•
•

손님들이 음주에만 초점을 두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 술을 파티의 메인
포커스로 만드는 것을 피하십시오. 손님들을 술 외에도 음악, 춤, 여러가지 게임,
흥미로운 대화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인의 3 명 중 1 명은 술보다 다른 음료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임을
여신다면, 반드시 술 외에도 다른 음료를 준비해 놓으십시오. 스파클링 워터, 고급
쥬스, 미네럴 워터 등을 준비해 놓으시면 더욱 활기찬 모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임을 마치기 1 시간 전부터는 술을 더이상 제공하지 말고, 대신 커피나 디저트를
내놓으십시오.
술을 마신 분들을 대신해서 차를 운전할 사람을 지명해 놓으십시오.

WHEN THE PARTY'S OVER
송년 모임이 끝난 후
모임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운전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
•
•
•
•
•
•

손님들에게 대안 교통수단을 준비해 주십시오.
택시회사 전화번호를 알아 놓으십시오.
대리운전을 부르십시오.
또는 음주를 하지 않은 손님에게 운전을 권하십시오.
위의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손님을 여러분 집에서 묵게 하십시오.
만일 음주운전을 하려는 손님이 있다면, 자동차 열쇠를 빼앗고 차의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도 꼭 음주운전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면 경찰을 부른다고 하고, 만일 계속
고집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면 정말 경찰을 부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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