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5월 27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전몰장병 추모일 주말 동안 공사 관련 차선 폐쇄를 중단한다고 발표  

  

뉴욕주 고속도로 건설이 연기되어 교통 정체 및 혼잡 최소화  

  

운전자는 도로 관련 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갓길로 이동하는 응급차 및 보수차량을 

위해 길을 피해 줄 것을 당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이동이 많은 전몰장병 추모일(Memorial Day) 연휴 주말 

동안 여행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5월 27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5월 31일 화요일 오전 

6시까지 뉴욕주 고속도로의 도로 및 교량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몰장병 추모일은 뉴욕주로 여행을 떠나 모든 

것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연례 행사 기간입니다. 우리 뉴욕주의 도로를 더욱 안전하고 

이동이 효율적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연휴 주말 동안 모든 도로와 교량 건설을 

일시 중단합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께 전몰장병 추모일 주말에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며 책임감 있게 운전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운전자들께 긴급 수리 혹은 콘크리트 영구 장벽 뒤에서의 일부 작업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일시적 공사 중지 조치는 뉴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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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AAA에 따르면, 전몰장병 추모일 주말에 3,90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 50마일 이상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1년에 비해 300만 명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증가폭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3,500만 명의 

사람들이 자동차로 이동하게 되며, 4.6% 증가한 수준입니다.  

  

주차 공간, 휴게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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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운전자가 도로를 주시하지 않고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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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 동안 차선 폐쇄를 푸는 것은 연휴 동안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정체 완화는 도로 안전과 신속 이동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든 분들께 책임감 운전을 하고 비상 및 유지보수 차량을 위해 차선을 

양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전몰장병 추모일을 즐겁게 보내고자 합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운전에 집중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의 Matthew J. Driscoll 

상임이사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전몰장병 추모일 주말에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이동하면서 낮은 수준의 정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사 작업이 연휴 주말 동안 중단되지만, 비상 및 갓길 작업자들은 운전자 지원을 위해 

도로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속도를 줄이고 깜빡이는 조명을 보면 

길을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커미셔너이자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ssion) 위원장인 Mark J.F. 

Schroe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동량이 많은 전몰장병 추모일 주말 동안 교통 

흐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모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하고 비상 및 

유지보수 차량을 위해 차선을 양보하는 간단한 행위로 여러분 자신과 동승객, 그리고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ㅏ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을 

하지 말고 안전한 귀가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Kevin P. Bruen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몰장병 추모일 주말은 기념, 축하의 시간이며, 뉴욕 전역에서 이동량이 

증가합니다. 우리는 모든 운전자들께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음주운전을 피하고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 공사가 

중단되지만, 여전히 속도 제한을 지켜야 하고 비상 및 유지보수 차량을 위해 차선을 

양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협력한다면 안전하게 연휴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이동 전 NYSDOT's 511NY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1번으로 전화, 511 

웹사이트 방문, 무료 511NY 모바일 앱 등을 확인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은 아이튠즈(iTunes) 또는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도로 상황을 확인하거나 2219 교통 카메라로 도로 

상황을 보거나, 공항 및 대중교통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드라이브 

모드(Drive mode)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운전 중에 선택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와 

공사 정보를 소리로 알려 줍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511ny.org%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61800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ehoIWsTEL38djES%2Bo4fWHSo7iOK5SnJERQdOHY%2BrS3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pps.apple.com%2Fus%2Fapp%2F511ny%2Fid943977454&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61800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j0Oqk3QjZu4p1Iqswjhisl%2Fae%2BOroiUUaNkMd2MULo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pps.apple.com%2Fus%2Fapp%2F511ny%2Fid943977454&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61800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j0Oqk3QjZu4p1Iqswjhisl%2Fae%2BOroiUUaNkMd2MULo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lay.google.com%2Fstore%2Fapps%2Fdetails%3Fid%3Dcom.greenowl.ny511.android%26hl%3Den_US%26gl%3DU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61800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KLMi1axVKbkxgdcCfUB5RtgQQeLWtK63Mt7r%2FsStk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lay.google.com%2Fstore%2Fapps%2Fdetails%3Fid%3Dcom.greenowl.ny511.android%26hl%3Den_US%26gl%3DU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61800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KLMi1axVKbkxgdcCfUB5RtgQQeLWtK63Mt7r%2FsStkQ%3D&reserved=0


  

트위터(Twitter)에서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OT) 계정 @NYSDOT를 

팔로우하시고, 페이스북(Facebook) 주소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교통부 소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루웨이 관리청은 4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 및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전자들에게 10개 서비스 지역를 폐쇄하거나 공사를 진행한다고 다시 알렸습니다. 연료 

서비스는 모든 위치에서 운영됩니다. 공사 기간 중 스루웨이 고객들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 방면의 연속된 서비스 지역이 두 곳 이상을 동시에 폐쇄하고 

리노베이션을 진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운전자들은 스루웨이 관리청의 웹사이트 를 

비롯해 무료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지역을 확인하고 휴식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차량 운전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 접속하여 운전자들은 이동 중에 실시간 교통 정보 및 내비게이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자께서는 TRANSalert 이메일 시스템에 가입하여 

고속도로 최신 교통 상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트위터에서 스루웨이 관리청 @NYSThruway를 팔로우하고 페이스북에서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을 팔로우하세요.  

  

DMV와 GTSC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버클 업 뉴욕, 클릭 잇 오어 티켓(Buckle Up New 

York, Click it or Ticket)" 캠페인의 내용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5월 

23일에서 6월 5일까지 진행되며 안전벨트 착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주 및 지방 경찰은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주 운전 관련 문제에 집중하여 

음주운전 근절(STOP-DWI)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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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 세우기 앱(Have a Plan app)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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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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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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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Twitter)에서 DMV 계정 @NYSDMV를 팔로우하시고, 페이스북(Facebook) 주소 

뉴욕주 차량관리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twitter.com%2FNYSDOT&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61800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e3LbtdPWmcV81hKU4JcmRA0n%2B0TYqVuVdUr9XTShFH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DOT&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61800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KMZuw0FTfGZXzH9vvjU0UpC2H%2BNLcmA80Uje%2FSD99g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DOT&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61800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KMZuw0FTfGZXzH9vvjU0UpC2H%2BNLcmA80Uje%2FSD99g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DOT&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61800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KMZuw0FTfGZXzH9vvjU0UpC2H%2BNLcmA80Uje%2FSD99g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thruway.ny.gov%2Fnews%2Fpressrel%2F2021%2F07%2F2021-07-07-service-area-reconstruction.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61800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8hGTHboqX43O%2B4HOHnXTS4xhdvuBBmCCL7H7fGJr3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thruway.ny.gov%2Ftravelers%2Ftravelplazas%2Fservice-area-project%2Findex.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61800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p%2FK9Nyc6Vd1ohf1tnU%2FGCWPvR%2BXCxx8YCA%2FIBpqzCI%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thruway.ny.gov%2Ftravelers%2Fmobile-app.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7742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FmnVL0%2Fi%2FnvFn6I3s0R7MdIM5lLnXhE0%2BnwypIQKIf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thruway.ny.gov%2Ftravelers%2Fmobile-app.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7742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FmnVL0%2Fi%2FnvFn6I3s0R7MdIM5lLnXhE0%2BnwypIQKIf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thruway.ny.gov%2Ftravelers%2Fmobile-app.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7742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FmnVL0%2Fi%2FnvFn6I3s0R7MdIM5lLnXhE0%2BnwypIQKIf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thruway.ny.gov%2Ftravelers%2Fmobile-app.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7742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FmnVL0%2Fi%2FnvFn6I3s0R7MdIM5lLnXhE0%2BnwypIQKIf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pps.thruway.ny.gov%2Ftas%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7742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AlDQCQMUIvBSvAbVD3h5eZM1eWqOu66QlRRg25h%2FG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twitter.com%2FNYSThruway&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7742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nR1%2FEImkC%2FeLDtk8DSVeUM0MgyfzHt356EHLZg8G3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Thruway&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7742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YqNEF95wNEFuzXXTg7XhS%2BWTyDlijAtovGD1QGvmF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Thruway&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7742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YqNEF95wNEFuzXXTg7XhS%2BWTyDlijAtovGD1QGvmF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Thruway&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7742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YqNEF95wNEFuzXXTg7XhS%2BWTyDlijAtovGD1QGvmF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stopdwi.org%2Fmobileapp&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7742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uI%2Ba6ftOnFMWc3TS9EpewEWQn7A3fV%2BlwiBEvyl2IV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stopdwi.org%2Fmobileapp&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7742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uI%2Ba6ftOnFMWc3TS9EpewEWQn7A3fV%2BlwiBEvyl2IV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twitter.com%2Fnysdmv&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7742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sHh5NdBS9Zz%2FjEoO6QwXKCvzEG1pf3RzN6JJA3CYRE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dmv&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7742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mwZomqXwLL2DXd3r6ltqthQLLmDcgz8bVToHF845D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dmv&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7742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mwZomqXwLL2DXd3r6ltqthQLLmDcgz8bVToHF845Dg%3D&reserved=0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98be44351ff440ba28808da3fe6f11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5583757742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OX6Z3Mk7pNRjtrD2x7BbRvnxxxc6GxAygkwirOCHkQw%3D&reserved=0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