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7월 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독립기념일 공휴일 주말 동안 공사 관련 차선 폐쇄를 중단한다고 발표  

  

연휴 주말 동안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공사 관련 차선 폐쇄 제한 조치  

  

운전자들에게 속력을 줄이고 갓길로 이동하는 응급차 및 보수차량을 위해 길을 피해 줄 

것을 당부  

  
  

Kathy Hochul 주지사는 독립기념일(July 4th) 주말 동안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7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7월 5일 화요일 오전 6시까지 뉴욕주 고속도로의 도로 및 교량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주말에 기록적 수준의 차량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최소한의 지연만을 겪으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말 이동 계획이 있는 모든 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응급 대원을 비롯해 연휴 주말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는 도로 작업에게 차선을 양보해 주실 것을 모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이 행복한 독립기념일 휴일을 보낼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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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휴일 주말 4,800만 명 이상이 이동하며, 이는 2021년보다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AAA는 오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사람이 

4,20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운전자들은 뉴욕주 차선양보법(Move Over Law)에 따라 운전자들이 법 집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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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유지보수 차량을 위해 속도를 늦추고 안전하게 차선을 양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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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newsroom.aaa.com%2F2022%2F06%2Ffrom-sea-to-shining-sea-aaa-predicts-47-9-million-people-will-travel-this-july-4th%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e696927965cd44251e1308da5b68fa8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280369053158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44PHVw10QafGw%2FS3t97kM%2FiJxRHjl2ikNNysemyQEEU%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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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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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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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휴 주말 동안, 운전자들이 운전 시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시 차선 폐쇄를 중단하여 운전자들이 겪는 

지연을 최소화하고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근무하는 비상 근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업 구역에 진입하면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보면 차선을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해 주십시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 커미셔너 

Marie Therese Domin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은 

뉴욕주 교통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 정체에 시달리지 않고 이번 주말 우리나라의 독립을 친구 및 가족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사 중단이라는 Hochul 주지사의 결정은 안전과 편의라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여, 뉴욕 주민들이 최소한의 정체만을 겪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께 안전하게 운전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산만하게 

운전하지 않으며 비상 차량이나 유지 보수 차량을 위해 차선을 양보할 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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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위원장인 Mark J.F. Schroe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 공사 중단으로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도로를 공유하며,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특히 비상 근무자 또는 응급 

대원 인근을 지나갈 때 반드시 차선을 변경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되며, 술을 

마친 채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독립기념일 연휴를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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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는 법 집행기관 및 긴급 사태에 대응하며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다른 작업 

요원들에게 가장 위험한 작업환경 중 하나입니다. 도로 관련 공사가 독립기념일 주말 

중단되지만, 여러분께 도교 규정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모두가 작업 구간에서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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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e696927965cd44251e1308da5b68fa8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280369053158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TAk%2B9rDf10V23BND1jolHoYYwXNPjrTRzp8ntgZLwi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thruway.ny.gov%2Ftravelers%2Ftravelplazas%2Findex.cgi&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e696927965cd44251e1308da5b68fa8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280369053158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UcHGSW9qOat8ZdDn5qDilaHK9l1QeKjjKOnn3TM3Wn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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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e696927965cd44251e1308da5b68fa8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280369053158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kzE1NbjH84YmJnC9S6%2FF%2Bfha6GZ7yRiO4MWb0AMjKcI%3D&reserved=0


운전해야 하며, 속도 제한을 준수하고 비상 차량 및 유지 보수 차량에 유의해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안전한 연휴 주말을 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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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SThruway 를 팔로우하고 페이스북에서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을 팔로우하세요.  

  

운전자들은 NYSDOT의 511NY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5-1-1에 

전화하거나 511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아이튠즈(iTunes) 또는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무료인 511NY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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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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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관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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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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