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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2021 년 위대한 뉴욕주 축제에서 고속도로 노동자 추모비를 

공식적으로 공개  

 

뉴욕의 안전한 고속도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과정에 주민들을 지키고 자신의 목숨을 잃은 

근로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고속도로 노동자를 추모하는 새로운 추모비를 2021년 

위대한 뉴욕주 축제(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 공개했습니다. 중간지점 입구와 

박람회장의 원예관(Horticulture Building) 서쪽 근처에 자리할 추모비는 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과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에 

고용된 고속도로 노동자와 시영 고속도로 근로자, 하청업자, 컨설턴트와 견인 서비스 

직원들을 포함하여, 뉴욕의 수천 마일의 고속도로에서 또는 근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망한 모든 교통 노동자를 기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추모비는 교각을 세우고, 도로를 닦으며, 

기반시설을 유지하여 주민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안전을 희생한 분들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임무 수행 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영원히 추모할 것이며, 건설 노동자들은 도로와 교각의 안전을 위해 매일 힘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할 큰 빚을 빚지고 있습니다."  

 

노동국 통계(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844명의 

근로자가 미국 전역의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연간 평균 123명에 이릅니다. 주 

교통부 단독으로는 그동안 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새로운 추모비는 기단에 주요 조각물로서 청동 삽, 안전모, 안전화가 네 개의 청동 

원뿔형 도로안전용품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 개의 헌납 명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장된 보행자 도로와 경의를 표할 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구조물 주위와 

추모비 외곽을 따라 관목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추모비는 공무 수행 중에 희생된 고속도로 및 교통체계 노동자들에게 바치는 영원한 

경의의 표시입니다. 뉴욕주 도로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한 노동자들에게 

영원한 감사를 느끼며, 새로운 추모비는 이들의 노고와 직면한 위험을 주민들에게 

영원히 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추모비 건립에 도움을 주신 Hochul 주지사와 위대한 



 

 

뉴욕주 축제(Great New York State Fair)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속도로의 

공사 구간을 지날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도로에 집중하며, 속도를 줄이고, 무엇보다도 

생명이 달린 일이니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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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건설 노동자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원해주시고 진심 어린 추모를 해주신 Hochul 주지사, DOT, 뉴욕주 축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속도로 노동자들은 도로 상태 개선을 위해 매일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번 추모식으로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비상등이 보이면 조심하고 속도를 

줄여서 고속도로에서 안전한 운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뉴욕주 경찰청 Kevin P. Bruen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고속도로 노동자들은 

뉴욕주 도로와 교각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작업 중에 목숨을 잃은 고속도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모식은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운전할 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의 Troy Waffner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추모식은 도로와 

교각의 안전을 위해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아름답지만 가슴 아픈 

행사입니다. 우리 주에서 추모식을 진행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뉴욕 

주민들이 매년 이 기념비를 보면서 고속도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DOT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연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험 신호수들과 수송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 및 하청 공사 구간에 대해 주의 전 지역에서 작업 구간 

앞에 설치하여 산만한 운전을 예방하는 이동식 노면 요철 처리 조각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송 근로자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뉴욕 전역의 DOT 유지보수 작업 구역과 

하청 공사 작업 구역에서 작업 구역 카메라 촬영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고속도로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작업 구역 안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향상된 기술을 갖춘 새로운 트럭 십 여대를 네 곳의 유지보수 부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접근 속도와 비교하여 운전자에게 작업 구역 속도 제한을 경고하는 대형 

레이더 표시판, 방향 화살표, 교통 감쇠기, 원뿔과 원통을 더 쉽고 안전하게 배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선회 게이트가 있는 강화된 더 넓은 탑승 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뉴욕주 경찰과 지방 단속 기관들이 하드햇 작전(Operation Hardhat)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공사 구역에서 공공연히 차량 및 교통법을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일제 단속하여 기록적인 건수가 적발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안전모 

작전" 기간 동안 주 경찰은 1,770건의 위반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2019년 총 적발 

건보다 약 70%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경찰관 및 지방 법률 집행기관은 올해에만 

1,600건의 과태료 고지서를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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