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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년 행정부 예산에 주 파크웨이의 다리 충돌 예방을 위한 2,500만 

달러 포함 예정 발표  

  

운전자에게 즉각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최신 기술 및 자동 장치 설치  

  

2015년 이래 뉴욕주 고속도로에서 576건의 다리 충돌 발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9-20년 행정부 예산에 2,500만 달러가 

포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에게 즉각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이중 

적외선 빔, 오디오 벨, 깜빡이는 신호등이 달린 경고 사인 등 최신 기술 및 자동 장치를 

배치함으로써 뉴욕주 전역 파크웨이에서 다리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15년 이래 뉴욕주 고속도로에서는 576건의 다리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부상, 교통 지연, 다리 및 고속도로 인프라를 손상시켰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 충돌은 공공 안전 문제일 뿐 아니라 뉴욕 

전역에서 교통량이 많은 파크웨이에서 상당한 지연을 유발합니다. 주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빈번한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해 파크웨이에 새 높이 제한, 경고 사인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안된 기금은 주 

전역 중요 고속도로에서 다리 충돌 사고를 줄이고 안전 및 안정성을 개선하려는 

주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낮은 다리 근처에서 운전자들에게 즉각적 위험을 알리기 위해 주지사의 행정부 

예산에서 2,5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상용차량 운전자들에게 직접 

경고를 할 뿐만 아니라 법 집행 인력에게 알림을 전송합니다. 해당 계획은 또한 높이 

제한 차량 장치 경고에 따르지 않은 상용차 운전자 처벌을 크게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주지사의 지시로 허드슨 밸리, 

롱아일랜드, 뉴욕시, 시러큐스 파크웨이를 따라 혁신적인 높이 제한 차량 감지 기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뉴욕주 파크웨이에는 표준 법적 교량 순고도(bridge clearance)보다 낮은 

교량이 있습니다. 상업용 차량, 학교 버스, 트랙터 트레일러 및 기타 대형 차량의 

파크웨이 운전이 금지됩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은 다리 경고 시스템은 다리 충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며 매일 

주 파크웨이를 이동하는 수천 명의 통근자 및 거주민들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이것은 주 이동을 쉽게 만드는 또 하나의 

똑똑한 투자가 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이 공사 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의 공사 구간 안전법 (Work Zone Safety Act)에 따라 공사 구간 내에서 

2회 이상 과속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신 교통정보를 확인하시려면 511번에 전화 문의하시거나, 

https://protect2.fireeye.com/url?k=b86962bc-e44f5a82-b86b9b89-000babda0031-

986ca06ddee5aa1b&u=http://www.511ny.org/ 또는 모바일 사이트 m.511ny.org 를 

방문하십시오.  

  

트위터에서 @NYSDOT로 뉴욕주 교통부(DOT)를 팔로우하세요. 페이스북 

facebook.com/NYSDOT도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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