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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서행서행서행서행 STATEN ISLAND 고속도로에서고속도로에서고속도로에서고속도로에서 나오는나오는나오는나오는 12번번번번 출구출구출구출구 램프를램프를램프를램프를 

확장하는확장하는확장하는확장하는 6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프로젝트가프로젝트가프로젝트가프로젝트가 1년년년년 일찍일찍일찍일찍 시작될시작될시작될시작될 것임을것임을것임을것임을 발표발표발표발표 

 

공사는공사는공사는공사는 5월월월월 2일의일의일의일의 주에주에주에주에 시작시작시작시작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서행 Staten Island 고속도로에서 Slosson Avenue/Todt 

Hill Road로 나가는 12번 출구 램프를 확장하기 위한 60만 달러 프로젝트가 원래 예정된 

2017년 시작일보다 1년 앞당긴 5월 2일의 주에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램프는 매일 5,600여 대의 차량이 이용합니다.  

 

“공사 프로세스를 촉진하여 시작일을 앞당김으로써 Staten Island 주민들은 예상보다 더 

빨리 개선된 통근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매일 그것을 이용하는 수 천명의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과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출구는 램프 중간으로부터 Slosson Avenue와 Reon Avenue의 교차점에 있는 

신호등까지 2차선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12번 출구에서 더 확장된 2차선 램프는 Slosson 

Avenue로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거나 Reon Avenue/Gannon Avenue North로 계속 

직진하는 차량들을 위한 수용력을 증대할 것입니다. 공사는 2016년 여름 끝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교통부교통부교통부교통부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Matthew J. Driscoll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램프 확장은 

붐비는 회랑의 수용력과 교통 흐름을 개선합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 교통부는 

운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Michael Cusick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가속화는 시의원 

Matteo과 본인의 최고 우선순위였는데 Cuomo 지사와 협력해 이 프로젝트를 스케줄보다 

1년 앞당겨 시작하기 위한 주 예산을 제공하여 기쁩니다. 본인은 Island 운전자들의 

관심사를 경청하신 주 교통부에 감사하며 공사가 곧 시작하기를 고대합니다.” 

 

Staten Island 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James Oddo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교통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교통 묘책은 없지만 우리가 문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상식적 

개선책은 있다고 오래 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이 출구 램프는 그러한 문제 위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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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시작되도록 하신 Cuomo 지사와 이 

문제에서 옹호해 주신 시의원 Matteo와 하원의원Cusick꼐 감사드립니다.”  

 

시의원시의원시의원시의원 Steve Matteo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인은 Cusick 하원의원과 제가 주 

DOT와 협력하여 이 출구 램프를 확장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운전자들에게 위험이 

되었던 무거운 혼잡이 분명 완화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요청을 듣고 문제가 가능한 한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공사를 촉진하신 주 DOT와 Cuomo 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이동 정보를 확인하려면 511로 전화하거나 www.511.ny.org를 방문하십시오.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을 팔로우하십시오: @NYSDOT NYC.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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