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상업용 차량, 빈 트레일러 및 탠덤 트레일러 등의 주 고속도로 운행 

금지 해제 발표  

  

상업용 차량의 84번 고속도로 통행로 이용 금지 조치가 오전 7시 해제, 빈 트레일러 및 

탠덤 트레일러의 모든 기타 도로 운행 금지 조치 즉시 해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주 고속도로에서 상업용 차량, 빈 

트레일러 및 탠덤 트레일러의 운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트럭 운행이 안전하게 

정상화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및 항만청(Port Authority, 

PA)이 관리하는 교량 및 터널에서도 유사한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또한 시간당 45 마일의 속도 제한을 여러 주 고속도로에서 아직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에 따라 이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해 이동이 매우 위험해졌으며 

공공 안전을 위해 다수의 금지 조치가 시행되어 우리 도로 직원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폭풍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주 

고속도로에서 모든 트럭 운행이 안전하게 재개되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오늘 반드시 

이동해야 한다면,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직원이 제설기로 도로를 계속 청소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87번 주간고속도로의 15번 출구에서 17번 출구까지, 90번 주간고속도로에서 29번 

출구에서 40번 출구까지, Mario M. Cuomo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에서 시간당 45 마일의 속도 제한이 계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 Cuomo 주지사는 84번 주간고속도로의 펜실베이니아와 코네티컷주 경계선 

구간에서 모든 상업용 차량의 운행 금지 조치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금지 조치는 

오늘 오전 7시를 기해 해제되었습니다. 84번 주간도속도로 구간에 대한 해당 조치와 

더불어, 짧고 긴 탠덤 트레일러는 뉴욕시 경계선에서 올버니의 24번 출구(Exit 24)까지의 

87번 주간고속도로, 95번 주간고속도로와 287번 주간고속도로 전 구간 등 뉴욕주 

스루웨이(Thruway)의 일부 구간에서 운행이 금지되었다가 해제되었습니다. 87번 

주간고속도로의 8번 출구부터 21A번 출구 사이, 버크셔 스퍼(Berkshire Spur), Mario M. 

Cuomo 브리지에서도 빈 트레일러 운행이 금지되었다가 해제되었습니다.  

  

https://ecowa.exec.ny.gov/owa/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ban-commercial-vehicles-new-yorks-entire-i-84-corridor


 

 

빈 트레일러와 탠텀 트레일러의 운행은 모든 MTA 교량 및 터널, 항만청 교량, 17번 주도 

빙엄턴 동쪽에서 뉴저지 주 경계, 84번 주간고속도로 및 684번 주간고속도로 전역에서 

금지되었다가 해제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상 주의보 및 경보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해당 지역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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