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 년 8 월 26 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나소 카운티와 서퍽 카운티 내 1 천 130 만 달러 규모의 보행자 안전 

프로젝트 완공 발표 

  

25 번 주 도로 인근 지역과 롱아일랜드의 주요 세 개 도로를 따라 새로운 횡단보도, 

신호등, 표지판 등 기타 보강 시설물 설치 

  

기일 내에 예산 미만의 비용으로 프로젝트 완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나소 카운티와 서퍽 카운티에 있는 25 번 주 도로(State 

Route 25)를 따라 90 마일에 이르는 지역과 다른 주요 세 개 도로 일부 지점에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킬 프로젝트 작업이 완공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50 개 이상의 신규 커브 램프, 1800 피트 이상의 신규 또는 개량 보도, 

수십 개의 신규 신호등과 표지판 추가 설치를 기일 내에, 그리고 예산 미만의 비용으로 

완공하여, 롱 아일랜드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 중 일부 구간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하여 교통 여건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모든 보강 시설물은 최신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더 푸른 미래를 진심으로 

만들고 싶다면, 안전하고 걸어 다니기 좋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과제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뉴욕주가 팬데믹에서 회복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할 

것이므로, 우리는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로와 고속도로가 모든 종류의 운송 수단을 

더욱 편리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25 번 주 도로 주변에 대한 860 만 달러 프로젝트를 통해 뉴욕시 경계에서 오리엔트 

포인트(Orient Point) 사이의 전 구간에 약 300 종의 크고 작은 보행자 안전 시설물이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비용은 초기 예상 금액보다 약 1 백만 달러가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보강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기준에 적합한 신규 커브 

램프 131 곳. 

• 신호등 개선 12 곳 및 청각 신호가 장착된 신호등 신규 설치 2 곳. 

• 횡단보도 신규 설치 49 곳 및 횡단보도로 개선 59 곳, 모두 고반사 노면 표시 적용. 

• 보행자 횡단 반사 표지판 신규 설치 45 곳. 



 

 

  

또한 신규 설치한 횡단보도의 약 1 천 피트 가량은 브룩헤이븐(Brookhaven) 타운에 있는 

25 번 주 도로를 따라 건설되어, 이제까지 안전 시설이 부족했던 셀덴(Selden)과 

코람(Coram) 내 서행선 인접 지역에서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셀덴의 애디론댁 드라이브(Adirondack Drive)와 센터리치(Centereach)의 노스하웰 

애버뉴(North Howell Avenue)에 설치된 신규 신호등 2 곳은 교통 흐름을 완화하고 지역 

쇼핑 센터와 주거 단지에서 드나드는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스하웰 애버뉴 

신호등은 또한 센터리치 소방서(Centereach Fire Department)를 위해 향상된 도로 

접근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리버헤드(Riverhead) 타운의 코트 스트리트(Court Street)에 신호가 장착된 횡단보도 

설치로 운전자들이 교차로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한편, 역사적인 제 1 차 세계대전 

기념관 부근 북동쪽 코너 주변이 컬러 교통 신호대와 새로 깐 콘크리트로 

아름다워집니다. 

  

예상보다 60 만 달러가 적은 270 만 달러가 소요된 두 번째 프로젝트는 헴스테드 

타운(Town of Hempstead) 내 24 번 주 도로(헴스테드 턴파이크), 헌팅턴 타운(Town of 

Huntington) 내 25A 주 도로, 사우샘프턴 타운(Town of Southampton) 내 27 번 주 도로 

상에 ADA 기준에 부합한 123 개 커브 램프를 설치하였습니다. 거의 800 피트에 달하는 

신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으며, 열두 개가 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현대식으로 

개선되었고, 새로운 보행자 횡단 신호가 이들 간선도로를 따라 몇 곳에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은 교통부의 제 1 우선순위입니다. 안타깝게도, 운전자들이 

위험한 속도로 주행하거나 산만하게 운전하는 일이 너무 자주 있으므로, 참혹한 운전자-

보행자 충돌 사고를 빚습니다. 안전한 운전과 집행 강화에 덧붙여, 이러한 프로젝트는 

뉴욕 전역에 있는 지역사회에서 더욱 안전한 도로를 건설하려는 뉴욕주 DOT 의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21 세기 교통 네트워크는 커뮤니티의 지속적 번영 및 성장을 위해서는 

자동차를 넘어서 모든 종류의 이동 수단을 수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나소 카운티 Laura Curra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 상에서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키면서 운전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은 많은 소상인들을 위한 경제적 활력소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완수하도록 노력한 Kathy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교통국에 

감사 드립니다." 

  

서퍽 카운티 Steve Bellone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프라와 공중 안전은 여전히 

최우선 순위이며, 이러한 중요한 시설 개선은 카운티의 가장 번잡한 몇몇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퍽 카운티 전역 걸쳐에 21 세기형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롱아일랜드의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해 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운전자들은 전 공사 구간에서 속도를 늦추고 주의하여 운전하도록 촉구됩니다. 작업 

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작업 구역 내에서 2 회 이상 과속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신 이동 정보가 필요하시면 511 에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www.511NY.org 를 

방문하거나 무료 511NY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트위터(Twitter)에서 @NYSDOT 및 @NYSDOTLI 로 NYSDOT 를 팔로우하세요.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facebook.com/NYSDOT.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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