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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1월 1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LBANY 지역으로지역으로지역으로지역으로 통하는통하는통하는통하는 23번과번과번과번과 24번번번번 출구출구출구출구 사이에사이에사이에사이에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 재건재건재건재건 완료완료완료완료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3번(Albany, I-787)과 24번 출구(Albany, I-87, I-90) 사이 뉴욕주 

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이어지는 주행 도로를 증축하기 위해 3년 간 9,970만 달러를 쏟아 부은 

수도권에서 가장 큰 건설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사업의 완수는 매일 이 분주한 도로에서 이동하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출구(23번, 24번) 사이의 확장은 교통 혼잡을 줄이고 고속도로를 통해 

쉽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 사업은 예산에 맞추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운전자를 우선으로 완공된 것입니다.” 

 

Howard P. Milstein 고속도로 관리국장은 “이 사업은 고속도로 당국이 지난 수 년 동안 쏟아 부은 

발전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Thomas J. Madison 고속도로 관리국 전무 이사는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완수하고, 수도권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근을 제공한 우리 직원들과 

계약업체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대한 당국의 목표는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자금은 고속도로 관리국의 통행료 지원 자본 건설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었고 사업은 예산에 맞추어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은 고객 통행료로 미국 최고의 대규모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예에 해당합니다.” 

 

이 사업의 주요 초점은 기존 포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55년도 넘게 

오래된 것도 있으며 북쪽 도로와 남쪽 도로뿐만 아니라 양쪽 두 개의 갓길이 있는 3개의 콘크리트 

차선을 모두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선은 기존의 중앙에 건설되어 주로 고속도로의 

전반적인 확대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새 차선에 대한 구성은 잦은 도로 혼잡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타 여러 건의 증축 및 개선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수해로 인한 도로의 

기존 배수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와 연결된 12개의 물 저장소와 1.8에이커에 달하는 

새로운 습지 조성, 건축의 영향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심은 나무와 관목, 그리고 

도로를 따라 건설된 8개 섹션으로 구성된 소음 차단벽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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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섹션은 소음 차단벽 건설 과정에서 못 쓰는 타이어를 재활용한 고무를 이용하는 시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재료의 여유롭고 유연한 특성은 균열, 이동 또는 지상의 진동이나 움직임에 

의한 열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해주고 고무 폴리머를 통해 어떤 날씨에도 우수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고속도로 관리국은 2010년 말 프로젝트 설계를 완료했으며, 재건 사업은 2011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주 계약사는 Troy의 Rifenburg Construction Inc.입니다. 계약사의 프로젝트 사후 

처리가 완료되면 몇 주 안에 이 지역에서 종종 일부 도로의 몇 개 차선들이 폐쇄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운전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고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주지사의 Driver’s First Initiative에 대한 

요구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하려면 고속도로 여행자들은 www.Thruway.ny.gov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들은 http://www.thruway.ny.gov/tas/index.shtml에서 고속도로 교통에 대한 TRANSAlert 

이메일 수신에 등록하거나 트위터를 통해 @ThruwayTraffic을 팔로어할 수 있습니다. 

 

구글 교통 정보를 포함한 뉴욕주 고속도로 및 기타 도로에 대한 인터렉티브 지도는 

http://www.thruway.ny.gov/travelers/map/index.html?layer=traffic을 참조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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