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3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폭풍에 앞서 수요일 아침부터 여러 도로에서 견인 트레일러의 운행을 

금지하고 이동 경고 발령  

 

81번 주간고속도로(I-81)의 모든 동쪽 지역에 적용되는 이동 경고  

 

시러큐스의 36번 출구(Exit 36)에서 뉴욕시 경계까지 이어지는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에서 견인 트레일러의 운행을 금지  

 

견인 트레일러 운행이 금지된 기타 도로는 88번(I-88), 84번(I-84), 81번(I-81),  

684번(I-684) 주간고속도로 및 17번 도로의 일부를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여러 지역에서 예상되는 위험한 겨울 기상 

상태로 인해 3월 7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81번 주간고속도로(I-81)의 모든 동쪽 지역에 

이동 경고를 발령하고 특정한 몇 도로에서 견인 트레일러의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이동 

경고와 금지령이 발효된 후 차량 운전자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이상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견인 트레일러, 연접식 트레일러, 버스, 화물 

트럭 및 기타 차축이 높은 차량은 다음과 같은 도로에서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 메사추세츠 주 경계, 95번 주간고속도로(I-95),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커넥터(Garden State Parkway Connector), 287번 주간고속도로(I-287)에 

이르는 버크셔 스퍼(Berkshire Spur)를 포함하여, 시러큐스 36번 출구(Exit 

36)에서 뉴욕시 경계까지 이어지는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  

• 빙엄턴에서 올버니까지 이어지는 88번 주간고속도로(I-88) 

• 펜실베이니아 경계에서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까지 

이어지는 81번 주간고속도로(I-81) 

• 84번 주간고속도로(I-84)까지 이어지는 빙엄턴 17번 도로  

• 코네티컷 주 경계에서 펜실베이니아 주 경계까지 이어지는 84번 

주간고속도로(I-84)  



 

 

• 84번 주간고속도로(I-84)에서 287번 주간고속도로(I-287)까지 이어지는 

684번 주간고속도로(I-684)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은 이 금지령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멈추게 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딱지를 발부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제설기 작업자와 화재, 법 집행 및 응급 

요원들이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가능한 빨리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몇 

도로에서 견인 트레일러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가능한 한 

이동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꼭 이동을 해야 할 경우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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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운전자들은 또한 다음 링크에서 

스루웨이(Thruway)의 최신 교통 상황을 제공하는 TRANSalert 이메일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www.thruway.ny.gov/tas/index.shtml.  

 

관리청은 대형 사고 발생 시 고속도로 안내 라디오(Highway Advisory Radio, HAR) 및 

도로 전광 표지(Dynamic Message Signs, DMS)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차로에서 “정전”으로 인해 교통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교차로 

일단 정지(four way stop)”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정해진 뉴욕주 법의 의무사항을 차량 

운전자들은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홍수, 끊어진 전력선 또는 잔해 등으로 도로가 

폐쇄되거나 막히는 경우 도로가 깨끗해 보이더라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모든 교통 

신호를 지키고 바리케이드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또한 출발 전에 511번으로 전화하거나 www.511ny.org에 접속해서 511NY 

교통상황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사용자들은 이 무료 서비스를 통해 도로 상황과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이용자들은 iTunes이나 Google Play 스토어에서 

511NY 최신 무료 모바일 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Drive 모드 기능을 탑재한 앱은 

선택한 노선 운전 중에 사고와 도로공사에 대한 정보를 음성으로 알립니다. 사용자가 

출발 전에 목적지를 설정하면 최대 세 개의 경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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