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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9월 27일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건설 공사에서 운전자들을 위해 지체를 줄이기 위한 '운전자 우선' 
캠페인 발표 

주지사: “우리가 할 일은 주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적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민들에게 
적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운전자들의 편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주 전역의 고속도로 및 교량 
공사에서 운전자들의 지체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한 주 교통부의 새로운 접근법인 '운전자 
우선' 캠페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주지사는 주도 지역의 운전자와 North Country로 가고 오는 운전자들의 
지체 및 지연을 줄이기 위해 Twin Bridges 수리 프로젝트의 공사 스케줄을 조정하도록 주 교통부에 
지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지시로 NYSDOT는 월요일 이른 아침 대신에 일요일 정오에 이 교량의 
양 차선을 통행에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공사 스케줄을 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적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민들에게 
적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수 천명의 운전자들이 주말의 North 
Country 여행으로부터 주 남부로 돌아오는 때에 Twin Bridges의 각 방향에서 한 차선만 제외하고 
모두 폐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정부는 우리 주 주민들의 필요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하였는 데 그 이유 때문에 본인은 운전자의 편의가 우선시되도록 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의 
공사 스케줄을 조정하고 주 전역의 프로젝트를 검토하도록 주 교통부에 명령하였으며 우리는 건설 
공사를 정부 계획 중심이 아닌 운전자 스케줄 중심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운전자들의 지체가 가능한 한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NYSDOT에 주의 모든 
고속도로 및 교량 수리 프로젝트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향후의 프로젝트들이 
뉴욕주 운전자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도록 하기 위해 주지사는 또한 NYSDOT가 계약을 맺는 주요 
기준에 모든 공사 스케줄이 운전자 지체를 가능한 한 적게 야기하도록 작성되게 하는 요건을 
포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Thaddeus Kosciusko Bridge로도 알려져 있는 Twin Bridges는 뉴욕주 수도 지구의 Mohawk River에 
걸쳐져 있습니다. 각 다리는 Adirondack Northway로도 알려져 있는 주간 고속도로 87번의 북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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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행 차선 3개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교량의 공사가 시작된 이래 수 마일이나 이어지는 주요 
교통 지연이 있어서 주말에 North Country와 주 남부 사이를 통행하기 위해 Northway를 사용하는 
많은 운전자들에게 커다란 지체를 야기하였습니다. 
 
공사 스케줄을 조정해도 프로젝트 계약 비용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오늘 가변 
메시지 표시판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통행객이 Twin Bridges에 오기 훨씬 앞서 통행 
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Northway에서 더 북쪽에 설치하도록 NYSDOT 담당자에게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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