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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모든 주립 고속도로 상에서 발효 중인 트랙터 트레일러 및 버스 운행
금지령을 일요일 오후 6 시를 기해 해체

뉴욕주 전 지역의 야외 활동을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낮은 기온 및 냉풍
낮아지고 있는 기온이 갑자기 도로를 얼어붙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운행을 자제할 것을
운전자들에게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립 고속도로 상에서 현재 발효 중인 트랙터
트레일러 및 버스 운행 금지령을 일요일 오후 6 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금지령은 뉴욕주 전 지역의 이동에 겨울 폭풍 하퍼(winter storm Harper)가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일요일 오후 3 시를 기해 발효되었습니다. 주지사는 차가운 대기로 인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짐에 따라, 갑자기 도로가 얼어붙어서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을 삼가할 것을 운전자에게 계속 촉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 내내 도로 위에서 눈과 잔해를 청소하기 위해
작업한 남녀 작업원들 덕분에, 발효 중인 트랙터 트레일러 및 버스 운행 금지령을
해제하기에 충분할 만큼 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여러 곳에서 도로
상태가 운전하기에 불편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뉴욕 주민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불필요한 이동을 삼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차량 운전자들에게 아이폰(iPhone) 및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앱에 접속하여 운전자들은 이동 중에 실시간 교통 정보 및
내비게이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 운전자는 다음 링크에서
스루웨이(Thruway)의 최신 교통 상황을 제공하는 TRANSalert 이메일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url?k=fd447d9e-a1607cd7-fd4684ab0cc47aa8d394-8a02c20ea77abc08&u=http://www.thruway.ny.gob/tas/index/shtml.
관리청은 대형 사고 발생 시 고속도로 안내 라디오(Highway Advisory Radio, HAR) 및
도로 전광 표지(Variable Message Signs, VMS)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운전자는 또한 출발하기 전에 511 번으로 전화하거나
https://protect2.fireeye.com/url?k=71548dfc-2d708cb5-715674c9-0cc47aa8d39480bc8feae0e6d964&u=http://www.511ny.org/에 접속해서 511NY 교통상황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사용자들은 이 무료 서비스를 통해 도로 상황과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이용자들은 iTunes 이나 Google Play 스토어에서 511NY 최신 무료
모바일 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앱은 드라이브 모드 (Drive mode)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드는 운전 중에 선택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와 공사 정보를
소리로 알려 줍니다. 사용자가 출발 전에 목적지를 설정하면 최대 3 개의 경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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