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1월 4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서퍽 카운티의 112번 국도의 주요 노선을 복구하는 3,27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완료 발표 

 

주요 이동 통로를 따라 안전성과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도로 폭이 넓어지고 회전 차선 및 
조경이 배치된 중앙선 

 

이전 도로 복구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서퍽 카운티의 112번 국도의 1.7마일 구간을 복구하는 

3,27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완공하여 롱아일랜드 운전자들의 주요 도로를 따라 

안전과 이동성을 강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브루크헤이븐 타운의 

그래니 도로와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사이를 업그레이드하여, 근처의 

Country Fair Entertainment와 Event Park를 포함한 그 지역의 증가하는 인구와 

번잡한 상업 목적지를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새로 완공된 작업은 2017년에 완공된 112번 주간 고속도로 인접 부분의 초기 복구 

프로젝트 성공에 기반합니다. 이 두 프로젝트는 함께 Long Island Sound의 Port 

Jefferson에서 Great South Bay의 Patchogue까지 롱아일랜드에 걸쳐 있는 이 혼잡한 

도로의 3마일 이상을 현대화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고 경제가 

활력을 띠게됨에 따라, 21세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된 교통 네트워크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는 앞으로 수년간 사람들과 물품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를 서퍽과 주 전역에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개선 사항에는 더 넓은 이동 차선, 주요 교차로의 새로운 방향 전환 차선, 버스 출발 

구역, 폭풍수 유출을 위한 새로운 배수구 및 조경이 배치된 중앙선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전용 차선이 양방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2021-11/NY112_Completed.pdf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보도, 커브 경사로, 반사 포장 마킹 및 

건널목 신호를 설치했습니다. 

 

112번 주간 고속도로를 따라 1,670만 달러 규모의 이전 프로젝트는 2015년에 

시작되었고, Granny Road에서 25번 주간 고속도로(Middle Country Road)에 이르는 

도로의 일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arie Therese Dominguez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롱아일랜드 전역에서 인프라, 경제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12번 주간 고속도로의 개선 

프로젝트는 앞으로 수년간 이 지역에서 사람들과 물품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Mario Mattera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112번 

주간 고속도로 프로젝트와 같은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완공된 이러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이 도로 위를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잠재 고객이 지역 기업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우리 지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Alexis Weik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2번 주간 고속도로는 재건 노력이 

절실히 필요했고 오늘 발표는 운전자 안전, 교통 혼잡 개선, 지역 미화, 보행자 보행로 

개선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며 이러한 모든 노력이 성장하는 비즈니스 선형 도로를 

지원할 것입니다." 

  

Joe DeStefan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갈 때 인내심을 

발휘해준 서퍽 카운티의 주민들과 112번 주간 고속도로 여행객에게 

감사드립니다.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기를 기대합니다.뉴욕주 전역에 걸쳐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이 확충에 따라 도로를 만들고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자들은 전 공사 구간에서 속도를 늦추고 주의하여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작업 구간에서 2회 이상 속도 위반 

판결 시 개인의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신 교통 정보를 보려면, 511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www.511NY.org 또는 무료 

511NY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트위터(Twitter)에서 @NYSDOT 및 @NYSDOTLI로 NYSDOT를 

팔로우하세요.페이스북(Facebook)에서 Facebook.com/NYSDOT를 찾아보십시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2cdc1d9-1d56f8eb-42cf38ec-000babd905ee-b66e8b2ff650d40c&q=1&e=baaf93f1-f16c-4660-b5bd-db9bb29492ab&u=http%3A%2F%2Fwww.511ny.org%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ad2a1efe-f2b127cc-ad28e7cb-000babd905ee-d86513ec47d3bd4d&q=1&e=baaf93f1-f16c-4660-b5bd-db9bb29492ab&u=http%3A%2F%2Fwww.twitter.com%2Fnysdot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315d0b1-6c8ee983-33172984-000babd905ee-25752720d1a96899&q=1&e=baaf93f1-f16c-4660-b5bd-db9bb29492ab&u=http%3A%2F%2Fwww.twitter.com%2Fnysdotli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c6f3808f-9968b9bd-c6f179ba-000babd905ee-1cb0c69c1212515f&q=1&e=baaf93f1-f16c-4660-b5bd-db9bb29492ab&u=http%3A%2F%2Fwww.facebook.com%2FNYS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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