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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교통 및 공사 프로젝트 최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511NY” 시스템의 갱신을 발표 

 

NY Works 프로젝트가 뉴욕주 전역에 걸쳐 진행되면서 향상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이 제공됩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뉴요커들이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511NY 를 점검하도록 상기시켜 주는 
공공 서비스 안내가 제공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 걸쳐 운전자들이 교통 정체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뉴욕주의 원스톱 서비스인 511NY의 새로운 갱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NY Works의 도로 및 교량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수천명의 뉴요커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고 
뉴욕주의 낙후한 기반 시설을 갱신하는 상황에서 뉴요커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 및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정체에 대한 정보를 계속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주 전역에 걸친 새로운 대화식 서비스는 운전자와 도로 공사 작업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뉴요커들이 차를 타고 집을 나가기 전에 511NY 웹사이트에서 갱신된 정보를 
입수하도록 상기시켜 주는 공공 서비스 안내(PSA)를 포함합니다. 
 
511NY 서비스는 개조된 웹사이트, 새로운 모바일 앱, Twitter와 Facebook의 사용을 포함한 향상된 
소셜미디어 접촉  및 추가적 경보 기능을 이용해 운전자들에게 주지사의 NY Work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사들 그리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 지점들과 교량 공사 작업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개장된 511NY 웹사이트는 또한 사용자들이 친숙한 노선을 
보여주는 지도의 설정을 개인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번 반복적으로 갱신 뉴스를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NY Work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리는 주 전역에 걸쳐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수천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반 시설의 구축을 통해 우리 주를 재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막 시작되었으므로, 운전자들은 
도로에 들어서기 전에 이러한 공사 프로젝트들에 대한 갱신 정보를 입수하여 교통 지체 또는 
정체에 대해 미리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11 시스템의 갱신 및 새로운 공공 서비스 안내를 
이용해 뉴욕 주민들 및 방문객들은 출근을 하는 경우에나 휴가을 가는 경우에나 보다 현명하고 
보다 능률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유익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합니다.” 
 
“도로 안전을 위한 New NY Works”라는 공공 서비스 안내 테레비전 광고는 Empire State 
Development사(ESD)가 주 수도 지역의 뉴욕주 교통국(DOT) 작업 현장에서 제작 및 촬영을 했습니다. 
이 30초 길이 광고는 금주부터 주 전역에 걸쳐 대부분의 텔레비전 스테이션에서 방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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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협외 입법 위원회의 John Corlett 회장은 “갱신된 511NY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은 
여름철 동안 공사, 도로 폐쇄, 악천후 등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함으로써 차량 운행자들에게 유의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교통 지체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시간에 
대안적 노선 또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뉴요커들이 안전 
운행을 하도록 상시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갱신된 511NY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그리고 공공 
서비스 안내는 Cuomo 주지사가 차량 운행자 및 도로 공사 작업인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511NY는 뉴욕주의 교통량, 운행 및 교통 기관에 대한 공식 정보 제공처입니다. 511NY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은 뉴욕주 전 주민을 위한 무료, 24시간/7일, 주 전역에 대한 실시간 교통 및 교통 기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교통 기관 승차 계획, 카메라 영상을 비롯해 기후 경보 및 예보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www.511ny.org에는 추가적인 모바일 앱 기능, 교량 및 국경선 횡단 시간,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새로운 통보 사항 등이 포함되며, 인터페이스 사용이 더욱 수월합니다. 또한 
새로운 511NY 웹사이트는 뉴요커들이 My511NY 기능을 이용해 지도의 설정을 개인화하고 친숙한 
노선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동일한 노선의 갱신을 반복적으로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욕주 교통국은 홈페이지에 차량 운행자를 위한 응급 통보에 더욱 강화되고 가시적인 경보를 
추가했습니다. 많은 수의 뉴욕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들은 
가족에게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웹사이트 홈페이지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웹사이트는 511NY의 웹사이트 및 전화에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오 사이의 국경 횡단 
시간을 추가했습니다. 사용자들은 511ny.org를 방문해 교통 지도에 있는 “Major Crossings (주요 
횡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Peace, Rainbow 및 Lewiston-
Queenston 다리에서 양쪽 방향으로 가는 교량 횡단 시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갱신은 현존하는 My511NY 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사용자들은 자신의 통근 또는 
빈번한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전화를 통해 그리고 
곧  iPhone, BlackBerry 및 Android 장비를 위한  새로운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스마트폰 앱의 일부로서 눈과 얼음의 피해를 입은 뉴욕주 도로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는 뉴욕주 교통국의 겨울철 운행 주의보(DOT Winter Travel Advisory)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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