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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전몰장병 추모일 연휴 주말 동안 도로 및 교량 공사 일시 중단 발표  

  

연휴 주말 동안 용이한 이동을 위해 건설 관련 차선 폐쇄 제한  

  

운전자들에게 속력을 줄이고 갓길로 이동하는 응급차 및 보수차량을 위해 길을 피해줄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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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동안 여행객들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5월 28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6월 1일 

화요일 오전 6시까지 뉴욕주 고속도로의 도로 및 교량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일시적 공사 중지 조치는 Cuomo 주지사의 운전자 우선 

프로그램(Drivers First initiative)에 따라 실시되며, 이는 도로 혹은 교량 공사 작업으로 

인한 이동 지연 사태 발생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제도입니다. 운전자들은 긴급 수리 혹은 콘크리트 영구 장벽 뒤에서 일부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자동차 운전자들은 뉴욕주의 

차선양보법(Move Over Law)을 준수하고 문자 메시지, 전화 및 기타 비운전 활동을 위해 

주 전역의 문자 사용 구역(Text stops) 64곳을 활용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몰장병 추모일은 연중 가장 통행량이 많은 

휴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말에는 도로 이용객을 위하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로 및 교량 

공사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이번 주말 도로에 나서는 모든 분들께 

갓길로 이동하는 응급차와 보수차량을 위해 차선을 양보해주시고 운전시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문자 사용 구역을 이용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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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은 긴급상황 대처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되었고 

2011년에 견인 차량과 도로에서 작업하는 인력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그 후로 

다양한 긴급상황 및 위험 차량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주차 환승 시설(Park-and-ride facilities), 휴게소, 서비스 공간, 뉴욕주 고속도로의 주차 

공간을 비롯한 문자 사용 구역은 운전 부주의를 줄이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문자 사용 구역(Text stops)은 계속 개방되며, 운전자가 전화, 문자 메시지, 

내비게이션 및 모바일 앱 사용 시 휴대전화 및 기타 휴대 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운전자가 도로를 주시하지 않고, 운전대를 놓게 

되므로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뉴욕주 내의 모든 웰컴 센터, 휴게소 및 문자 사용 구역이 운영 중이며 휴게실 및 자동 

판매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소 및 웰컴 센터에서 향상된 청소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몰장병 추모일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주말이며,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뉴욕 주민들은 이번 휴일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말에 임시 차선 폐쇄를 중단함으로써, 운전자는 최소한의 

지연만을 겪고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 도로에 나서는 모든 분들께 

갓길로 이동하는 응급차와 보수차량을 위해 차선을 양보해주시고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며 주의를 기울이고 운전시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문자 사용 구역을 

이용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Matthew J. Driscoll 상임이사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전몰장병 추모일 주말은 팬데믹 선포 이후 1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많은 뉴욕 주민이 이동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자들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고 인내심을 갖고 도로에서 

산만하게 행동하기 말아야 합니다. 연휴를 맞아 건설 공사가 중단되지만, 비상 및 도로 

근로자들이 여전히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깜박이는 불빛이 보이면 천천히 움직이고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함께 협력하여 주말 연휴를 즐겁게 지내고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커미셔너 및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 위원장 Mark J.F. 

Schroe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전몰장병 

추모일 주말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 또는 산만 운전으로 인해 이번 

연휴에 불필요한 비극이 발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지 

말고, 비상 및 유지보수 차량이 다가올 때 항상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양보할 것을 모든 

분들께 강력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 자동차 연합(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AAA)에 따르면, 이번 전몰장병 

추모일 연휴를 맞이해 다수의 미국인이 이동 계획을 가지고 있어 대규모 이동이 

예상됩니다.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3,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치는 지난 해 대비 60% 증가한 

수준입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5c1853cb-03836b0c-5c1aaafe-000babd9f75c-74ac85a4d11dd53f&q=1&e=21224feb-7911-4ce2-9a35-41e53419cc06&u=https%3A%2F%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newsroom.aaa.com%252F2021%252F05%252Fmemorial-day-holiday-travel-to-rebound-to-more-than-37-million%252F%26data%3D04%257C01%257C%257Cd4f8c9d70193463a2c6508d9206dd242%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7C0%257C0%257C637576478358261696%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1000%26sdata%3DDpeOOqVWbCJK1Ci%252BAdzQgWGLVaMuWSPgaO6sBunKqQA%253D%26reserved%3D0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5c1853cb-03836b0c-5c1aaafe-000babd9f75c-74ac85a4d11dd53f&q=1&e=21224feb-7911-4ce2-9a35-41e53419cc06&u=https%3A%2F%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newsroom.aaa.com%252F2021%252F05%252Fmemorial-day-holiday-travel-to-rebound-to-more-than-37-million%252F%26data%3D04%257C01%257C%257Cd4f8c9d70193463a2c6508d9206dd242%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7C0%257C0%257C637576478358261696%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1000%26sdata%3DDpeOOqVWbCJK1Ci%252BAdzQgWGLVaMuWSPgaO6sBunKqQA%253D%26reserved%3D0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5c1853cb-03836b0c-5c1aaafe-000babd9f75c-74ac85a4d11dd53f&q=1&e=21224feb-7911-4ce2-9a35-41e53419cc06&u=https%3A%2F%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newsroom.aaa.com%252F2021%252F05%252Fmemorial-day-holiday-travel-to-rebound-to-more-than-37-million%252F%26data%3D04%257C01%257C%257Cd4f8c9d70193463a2c6508d9206dd242%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7C0%257C0%257C637576478358261696%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1000%26sdata%3DDpeOOqVWbCJK1Ci%252BAdzQgWGLVaMuWSPgaO6sBunKqQA%253D%26reserved%3D0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차량 운전자들이 

아이폰(iPhone) 및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앱에 접속하여 운전자들은 이동 중에 

실시간 교통 정보 및 내비게이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자께 여기에서 

TRANSalert 이메일 시스템에 가입하여 스루웨이(Thruway) 최신 교통상황을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운전자들은 5-1-1로 전화하거나 여기에서 511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아이튠즈(iTunes) 

또는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무료 511NY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해서 이동 전 

뉴욕주 교통부(NYSDOT) 511NY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도로 상황을 확인하거나 2219 교통 카메라로 도로 상황을 보거나, 공항 및 

대중교통 정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드라이브 모드(Drive mode)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드는 운전 중에 선택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와 공사 정보를 

소리로 알려 줍니다.  

  

차량 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는 운전자에게 그들이 술자리에 집에 돌아갈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 세우기(Have a Plan) 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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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음주운전 재단(NYS STOP-DWI Foundation)의 무료 앱을 통해 운전자를 지정하고 

택시를 부르거나 차량을 공유하고 부적격 운전으로 인한 결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약에 취한 운전자 또는 음주 운전자를 신고하는 용도로도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애플(Apple), 안드로이드(Android), 윈도우(Windows)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트위터에서 뉴욕주 교통부 팔로우: @NYSDOT와 페이스북(Facebook)에서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를 팔로우하세요.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을 트위터 @NYSThruway, 

페이스북(Facebook)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을 

팔로우해 주시거나 스루웨이의 무료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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