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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고속도로 모바일 앱 출시 발표  

  

바쁜 휴가철 여행 시즌에 무료 앱은 모바일 기기로 유용한 여행 도구 제공  

  

운전자에게 570마일 길이의 고속도로망 정보 실시간으로 전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뉴욕주 고속도로(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 모바일 앱 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앱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뉴욕의 570마일 길이의 자세한 

고속도로 서비스 정보와 함께 실시간 교통상황과 내비게이션 도우미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21세기 여행자들의 수요를 계속 만족하기 

위하여 바쁜 휴가 시즌이 오기 전에 첨단 기술을 갖춘 새 앱을 출시하여 운전자들이 

믿을만한 정보를 받고 안전을 유지하게 할 것입니다. 실시간 정보로 여행자와 연계하는 

새로운 앱은 고속도로에서 편안하게 여행하며 책임감 있는 운전습관을 키우는 것을 도와 

모두에게 쉽고 혼잡하지 않은 휴가철 이동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앱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지 않고 실시간으로 도로공사와 교통 경보를 포함한 

최신 도로 상황에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안전 설정 옵션은 또한 음성 안내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도로 상황을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고속도로청 앱의 기타 기능:  

• 다가오는 고속도로에 특정한 교통 상황에 대한 실시간 음성 안내와 대화형 

고속도로 지도.  

• 여행 계획에 따른 요금소 통과 비용 통계.  

• 도로 상황, 안전성 혹은 서비스에 관한 소식 보고.  

• 긴급출동 서비스 요청.  

• 음식점과 고속도로 서비스구역 위치.  



 

 

• 메일을 통한 E-Z 패스와 요금소 정보.  

  

이 앱은 또한 I Love NY 관광 앱,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뉴욕주 차량관리부(New York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뉴욕주 

국토안보 및 긴급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See Something, Say Something” 앱 및 고속도로청 웹사이트의 

링크도 제공합니다.  

  

고속도로 앱을 내려받으시려면 iOS 기기 웹사이트 혹은 안드로이드 기기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고속도로청 전무 대행 Matthew J. Drisco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앱은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당신의 손바닥에 실시간 도로와 교통 상황 정보를 놓아주어 여행 

만족도를 향상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청과의 직접적인 소통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제보자들은 ‘사건 보고’ 기능을 이용하여 도로와 시설 상황 및 서비스 품질과 같은 

사건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상황 보고를 한 제보자는 해당 문제가 해결된 후 이메일 

답변을 받게 됩니다. 도로 위의 제보자와 우리 직원 사이의 직접적인 양방향 소통은 

우리가 운전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들의 여행에 필요한 안전한 고속도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에이 북동부 (AAA Northeast) 지사의 홍보 담당자 John A. Corlet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속도로청의 새 앱은 우리가 모든 회원에게 추천하는 믿을만한 여행 

도구입니다. 저는 뉴욕주에 있는 모든 270만 명의 트리플에이 회원이 이 유용한 새 앱을 

사용하여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받아보고 고속도로 시스템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을 보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는 당사의 회원과 일반 대중들에게 편안한 여행 경험을 

안겨주려고 노력하신 주지사와 고속도로청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뉴욕 트럭 조합 (Trucking Association of New York) 회장 Kendra Hem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 앞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미리 아는 것은 트럭 업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고속도로청 앱은 긴 여정을 전문적인 운전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할 

것이며 가끔 발생하는 예상할 수 없는 겨울 날씨에 특히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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