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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7년의 21번째 시정 제안 발표: TOWN OF WOODBURY TRANSIT 

및 경제 개발 허브(ECONOMIC DEVELOPMENT HUB) 구축 

지역 경제 추진체인 Woodbury Common 주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통량을 

감소시킴 

 

Route 32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가속화 

 

주요 재건설 프로젝트가 거의 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대중교통을 증진하기 위한 태양열 버스 정류장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Town of Woodbury Transit 및 경제 개발 

허브(Economic Development Hub)를 구축하기 위한 1억 5,000만 달러 규모 재건설 

프로젝트를 가속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경제 엔진인 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s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Route 17/32 도로는 지극히 많은 계절적 

교통량에 의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체와 교통 지연이 이 지역의 추가적인 

경제 개발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거의 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이 프로젝트는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증대된 상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Route 32 도로를 확장하고, Route 17을 

가로지르는 Route 32 교량을 교체하며, 뉴욕주 스루웨이에 이르는 램프를 재구성하고, 

태양열 버스 정류장과 통근자 주차장 및 상호 연결된 교통 시스템을 추가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oodbury Common은 지역의 경제 활력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교통 정체와 노후 인프라가 주변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한 

추가 잠재력을 제약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능률적인 최첨단 

교통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우드베리와 전체 

미드 허드슨 밸리의 경제 성장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동성과 교통 패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는 다음이 포함될 것입니다. 

· 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s에 대한 접근성 개선 

· Route 17을 가로지르는 Route 32 교량을 교체하며, 여기에는 Route 17을 

가로지르는 표준적인 인터스테이트 고도 허용시설도 포함될 것임 



· 공원 및 운행 시설을 재건설하고 확장하며, 여기에는 대중교통을 증진하기 위한 

버스 정차장과 태양열 버스 정류장도 포함될 것임 

· 스루웨이에 이르는 Route 17, Exit 131 동쪽 방향 램프 재구성 

· 정체를 최소화하고, 지역 기업체와 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Route 32를 따라 상호 연결되고 적응적인 교통신호시스템을 새로 추가 

· 교통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s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을 증진시키며, 지방 

세수를 높이면서,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 통근자 

및 쇼핑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루에 70,000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용하는 Route 17 Exit 

131 인터체인지에 있는 State Route 32에서의 심각한 교통 정체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터체인지는 계절적인 쇼핑 피크 시즌 동안 일상적으로 더욱 

더 많은 교통량으로 팽창됩니다. 정체는 높은 사고율,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차량 공회전에 기여하고, 이 지역의 추가적인 경제 개발 기회를 제한하는 한편, 지역의 

운송 화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체를 해소하는 한편으로 현저하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병목현상을 

줄임으로써 운전자들과 환승 열차 및 버스 이용객들의 교통 시간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개선된 통근자 주차 시설을 통해 통근버스 이용이 증대될 것이며, 이를 통해 통근자들이 

출근하는데 소요되는 교통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탄소 배출량이 감소되며, 차량 

운행비가 낮아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는 다음 달 발표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건설 공사는 올해 개시되어, 거의 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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