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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7월월월월 4일일일일 주말에주말에주말에주말에 이동을이동을이동을이동을 용이하게용이하게용이하게용이하게 하기하기하기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건설건설건설건설 관련된관련된관련된관련된 노선노선노선노선 폐쇄폐쇄폐쇄폐쇄 

중단을중단을중단을중단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이동이이동이이동이이동이 많은많은많은많은 주말주말주말주말 동안에는동안에는동안에는동안에는 비필수적인비필수적인비필수적인비필수적인 차선차선차선차선 폐쇄는폐쇄는폐쇄는폐쇄는 없음없음없음없음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이동이 많은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통행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7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7월 5일 화요일 오전 6시까지 뉴욕주 

고속도로의 도로 및 교량 공사가 보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긴급 수리 혹은 

콘크리트 장벽 뒤에서의 일부 작업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건설 중지는 Cuomo 지사의 운전자 우선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 혹은 

교량 작업으로 인한 이동 지연을 최소화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우선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은 일년 중 가장 바쁜 주말 중 하나이며 도로에서 불필요한 건설을 

중단함으로써, 우리는 운전자들을 우선시하고 혼란하지 않게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인은 

뉴욕주민들에게 기쁜 독립기념일 연휴를 기원하면서 연휴 동안에 모두 스마트하게 

운전하여 안전을 지키기 바랍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교통부교통부교통부교통부 장관장관장관장관 Matthew J. Driscoll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Cuomo 지사 및 고속도로청과 함께 치선 폐쇄를 요구하는 건설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이 붐비는 연휴 여행 주말을 뉴욕주민들을 위해 스트레스가 덜하도록 

만들게 되어 기쁩니다. 통행자들은 최선의 루트를 찾고 사고로 인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발하기 전에 511NY를 체크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청 청장 대행 Bill Finch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해마다 Cuomo 지사는 연휴 

주말이 뉴욕주 운전자들에게 가능한 한 원활히 흐르도록 만들기 위해 주 전역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제한합니다. 이 전통으로 인해 여행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 

방문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도로망의 주요 지체 및 불편을 참는 데 더 적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전 교통량을 근거로 일부 Thruway 공사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연휴 

주말 동안 Thruway 차선 폐쇄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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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는 이번 주말에 43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에서 50마일 이상의 여행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 중 약 3,600만명의 사람들이 자동차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번 7월 

4일 주말은 낮은 가솔린 가격으로 인해 작년 대비 1.2%의 차량 통행 증가로 기록상 네 

번째로 높은 통행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행자들은 출발 전에 511에 전화하거나 www.511ny.org 에 접속하여 511NY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무료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은 도로 상황을 확인하거나 공항 

및 교통 정보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이용자들은 iTunes이나 Google Play 스토어에서 511NY 최신 모바일 앱을 

무료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현재 Drive 모드를 내놓았는데, 이 모드는 운전 

중 선택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과 공사에 대한 정보를 경고하는 경보를 소리로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출발 전에 목적지를 설정하면 최대 세 개의 경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DOT을 트위터의 @NYSDOT 및 페이스북의 www.facebook.com/NYSDOT에서 

팔로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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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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