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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노동절 주말에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설 관련된 차선 폐쇄 해제 

발표 

 

오직 필수 차선 폐쇄만 바쁜 주말 이동 기간동안 허용될 예정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바쁜 노동절 주말 휴가기간 동안 여행자들의 이동을 위해서 

뉴욕주 고속도로의 도로 및 교량 공사와 관련된 중요하지 않은 차선 폐쇄를 9월 2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9월 6일 화요일 오전 6시까지 해제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건설 작업 보류는 Cuomo 주지사의 운전자 우선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며 이는 도로 혹은 

교량 작업으로 인한 이동 지연을 최소화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우선시 하는 것입니다. 긴급 수리 혹은 콘크리트 영구 장벽 뒤에서의 일부 작업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뉴욕은 이 바쁜 주말 휴가기간 동안 여행자들이 목적하는 곳까지 가능하면 빠르고 

번거롭지 않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이 행복한 노동절을 맞이하길 바라고, 

여행객들이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운전하길 촉구합니다.” 

 

Matthew J. Driscoll, 뉴욕주 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운전자 우선 정책은 뉴욕 주민이 도로를 이용해서 모든 멋진 도시, 아름다운 자연 경관, 

흥미로운 뉴욕주의 관광명소를 도로 건설때문에 차가 막히는 걱정 없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운전자는 도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바쁜 주말 여행 

동안 운전중 무선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Bill Finch, 고속도로관리청 전무이사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운전자 우선 정책은 여행자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노동절 주말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관리청은 다시 한 번 교통부와 함께 바쁜 여행 기간동안 

우리 도로에서 공사 활동을 보류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완화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전 교통량을 근거로 일부 고속도로 공사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주말 

휴가기간 동안의 고속도로 (Thruway) 차선 코스의 상세한 일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http://www.thruway.ny.gov/travelers/laneclosures/


있습니다. 

 

여행자는 출발 전에 511번으로 전화하거나 www.511ny.org에 접속해서 511NY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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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경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로 New York State DOT를 팔로우하시고: @NYSDOT, 페이스북도 방문해 주세요 

www.facebook.com/NYS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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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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