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7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퀸즈(QUEENS)의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를 따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천만 달러 규모의 주요 프로젝트 완료 발표  

  

출구 및 진입로 재구성,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중요 교통 동맥을 따라 혼잡을 줄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퀸즈(Queens)의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를 따라 주요 출구 및 진입 경사로를 재구성하여 뉴욕시 통근자들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이 동맥을 따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1천만 달러 

프로젝트의 주요 공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동쪽 방향의 Francis Lewis Boulevard 대로와 188번가 사이의 공원 

도로 구간과 서쪽 방향의 Clearview Expressway와 188번가 사이의 진입로와 출구 

경사로를 연결하여 운전자들에게 각 방향의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근처에 위치한 뉴욕 경찰국의 고속도로 순찰대 

3대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로 정체를 완화하고 21세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속도로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운전자들이 뉴욕에서 가장 붐비는 고속도로 중 한 곳을 더 쉽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대도시 전체의 경제적 웰빙을 지원하는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선형 

교통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개선할 것입니다."  

  

2020년 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남쪽 방향 Clearview Expressway에서 188번가 출구 

경사로(19번 출구)까지 진입로를 연결함으로써 서쪽 방향 보조 차선을 만들었습니다. 

Clearview에서 진입하는 운전자들은 또한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로 합류할 필요 없이 

Francis Lewis Boulevard(20A 및 20B 출구)와 188번가 양쪽 모두에 접근하기 위해 이 

보조 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8번가 입구 경사로와 Francis Lewis Blvd 남쪽 출구 경사로(출구 20B)를 연결하여 

동쪽으로 향하는 보조 차선을 만들었습니다. 188번가에서 진입하는 운전자들은 

공원도로에 진입할 필요 없이 이 차선을 이용하여 Francis Lewis Boulevard 남쪽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범위 내의 다른 개선 사항으로는 새로운 LED 조명, 포장 표시, 가이드레일 및 

콘크리트 장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요 공사가 완료된 가운데, 조경 및 배수 청소 등 

마무리 작업은 올 가을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복지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의 이 새로운 경사로와 보조 차선은 안전을 강화하고 필수적인 선형 

교통로를 따라 이동할 것이며, 모든 뉴욕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기반시설을 

재건하겠다는 뉴욕주의 약속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Grace Meng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도로와 고속도로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우리는 기반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한 주요 건설이 완성될 경우 이 

중요한 고속도로 안전이 개선되고, 정체가 줄어들며, 교통 흐름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를 쉽게 

여행할 수 있고, 그 결과 퀸즈(Queens)의 경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완공을 실현시켜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John Liu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를 

따라 안전 강화 프로젝트를 완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중요한 도로에서 이동성을 용이하게 하고 안전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필수적인 기반시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과 뉴욕시를 오가는 

사람들의 여행이 개선될 것입니다."  

  

David Wepr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에 절실히 필요한 공사는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을 

개선합니다. 새로운 가드레일과 포장 표시부터 LED 조명과 교통 흐름 개선에 

이르기까지, 퀸즈(Queens)의 교통 인프라를 활성화시켜 주신 뉴욕시 교통부와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퀸즈(Queens) 자치구 Donovan Richards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성은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를 따라 안전과 교통 흐름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랜드 센트럴(Grand Central)은 퀸즈(Queens) 자동차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주요 고속도로이며, 저는 이러한 개선점들을 우선순위로 지정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주 교통부 커미셔너인 Marie Therese Dominguez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구의 안전한 거리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진전입니다."  

  

Barry S. Grodenchik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와 Clearview 



Expressway의 개선된 진출입로 퀸즈(Queens) 동부의 주민들과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로에서 더 쉽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James F. Gennaro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퀸즈(Queens)의 기반시설에 

중요한 투자를 해 준 주 정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의 이러한 개선 작업은 교통 상황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통근자들의 

안전 상태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성은 퀸즈(Queens) 주민들에게 

환영할 만한 승리입니다."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 팔로우하기: @NYSDOT 및 NYSDOT 

뉴욕시(@NYSDOT_NYC) | 트위터. 페이스북(Facebook) facebook.com/NYSDOT에서 

뉴욕주 교통부를 찾아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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