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전몰장병 추모일(MEMORIAL DAY) 연휴 주말 동안 도로 및 교량 공사 

일시 중단 발표 

 

이동이 많은 주말 동안 차선을 폐쇄해야 하는 공사 일시 중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동이 많은 전몰장병 추모일(Memorial Day) 연휴 

주말 동안 여행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5월 26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5월 30일 화요일 

오전 6시까지 뉴욕주 고속도로의 도로 및 교량 공사가 일시 중지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긴급 수리 혹은 콘크리트 영구 장벽 뒤에서의 일부 작업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년 중 가장 많이 이동하는 주말 중 한 주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건설 공사 프로젝트를 일시 

중지함으로써 뉴욕의 도로에서 교통 흐름의 지연 및 교통 혼잡 상황을 우리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운전자를 우선시하여 뉴욕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이 전몰장병 

추모일(Memorial Day) 주말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도착해야 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일시적인 공사 중지 조치는 Cuomo 주지사의 운전자 우선 프로그램(Drivers First 

initiative)에 의한 것이며 이는 도로 혹은 교량 작업으로 인한 이동 지연 사태 발생을 

최소화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우선시 하는 제도입니다. 

 

뉴욕의 차선양보법(Move Over Law)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법 집행 차량, 소방차, 

구급차, 견인 트럭, 뉴욕주 전 지역의 도로를 따라 정차해야 하는 도로 공사 또는 도로 

유지보수 차량에 접근할 경우 주의 깊게 운전하면서 속도를 늦추고 안전하게 차선을 

양보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1년 도로에서 일하는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긴급차량 및 위험차량도 해당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Matthew J. Driscoll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몰장병 추모일(Memorial Day) 주말 동안 공사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우리는 교통 지연 사태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량 



운전자분들이 차선양보법(Move Over Law)을 염두에 두시고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511NY을 확인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Bill Finch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 행정 책임관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행객들이 많이 이동하는 주말에 Cuomo 

주지사님께서 주요 건설 프로젝트 공사를 일시 중단하신 점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스루웨이(Thruway)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고속도로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로 공사를 제한하는 이 조치는 운전자들의 교통 흐름을 

용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570 마일 길이의 도로를 따라 여행객들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일부 영구적 콘크리트 장벽 공사나 긴급 보수 공사 등은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 상에서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주말 휴가기간 동안의 고속도로 (Thruway) 

차선 코스의 상세한 일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AAA)는 이번 주말에 3,93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 50마일 이상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 중 약 

3,460만명의 사람들이 자동차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 전몰장병 추모일(Memorial Day) 

주말 동안 경제 성장으로 덕분에 소비자 지출이 늘어나 2005년 이후 이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행자는 출발 전에 511번으로 전화하거나 www.511ny.org에 접속해서 511NY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여 도로 상황을 확인하시거나 공항 및 교통 

정보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이용자들은 iTunes이나 Google Play 스토어에서 511NY 최신 모바일 앱을 

무료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Drive 모드 기능을 탑재한 앱은 선택한 노선 운전 중에 

사고와 도로공사에 대한 정보를 음성으로 알립니다. 사용자가 출발 전에 목적지를 

설정하면 최대 세 개의 경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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