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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의 동쪽 방향 포장 프로젝트 완료 발표  

  

목요일 밤 동부행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의 재포장 공사 완료  

  

메도우브룩 주립공원로 및 이스트 바운드 서던 오션 파크웨이도 완료  

  

이스트 바운드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및 이스트 바운드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의 포장 

리뉴얼 공사, 2022년 말 완공 예정 및 예정대로 진행  

  

4월에 발표된 프로젝트, 나소와 서퍽 카운티의 주 도로를 위해 1억 5,700만 달러 투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나소-서퍽 국경에서 112번 주 도로로 향하는 동쪽 방향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인터스테이트 495)의 포장 재포장 공사가 완료되어 뉴욕 주에서 

가장 큰 재포장 프로젝트 중 하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의 서쪽 방향 재포장 작업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으며, 예정대로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롱아일랜드의 고속도로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은 보다 부드럽고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의 약속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곳과 뉴욕주 전역의 포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보고 있으며, 이 중요한 작업은 크고 작은 도로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목요일 밤은 도로 밀링, 새로운 아스팔트 타설, 그리고 새로운 반사율이 높은 새로운 포장 

표시와 럼블 스트립의 설치와 함께 동쪽 방향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의 포장 공사가 

완료되는 마지막 밤을 기념했습니다. 서부행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는 지난 7월 

비슷한 작업이 시작되어 거의 3분의 1이 완공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와 함께,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메도우브룩 스테이트 

파크웨이 및 기타 여러 도로의 주요 구간에서 올해 초에 시작된 프로젝트에 따라, 

롱아일랜드 전역의 300차선 이상의 주 고속도로에 새로운 아스팔트를 덮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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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발표되어 총 1억 5,700만 달러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들은 이미 나소와 서퍽 

카운티에서 자동차 운전자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사우스 쇼어에서는 나소 카운티의 그랜드 애비뉴/볼드윈 로드 출구와 서퍽 

카운티의 110번 국도 사이의 동쪽 방향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를 따라 포장 리뉴얼이 

8월 19일 금요일에 완료되었고 이번 주 서쪽 방향 차선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메도우브룩 주립공원로의 양방향 재포장 작업은 메모리얼 데이 주말 전에 완료되었으며 

헴스테드 타운의 메릭 로드와 오션 파크웨이 사이에서 터프 숄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메도우브룩 스테이트 파크웨이의 주요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주지사가 발표한 롱아일랜드 포장 공사의 60% 이상이 봄여름철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완료된 다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도로 231번과 서퍽 카운티의 사기티코스 주 파크웨이 사이의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 로렌즈 로드와 스미스타운 타운의 25번 주도(State Route 25) 사이의 25A번 

주도(State Route 25A)  

• 새그 하버 빌리지, 노스 헤이븐 빌리지, 이스트 햄튼 타운의 스티븐 핸즈 

패스(Stephen Hands Path)와 셀터 아일랜드 사우스 페리(Shelter Island South 

Ferry) 터미널 사이의 114번 주도(State Route 114)  

• 이슬립 타운의 우달 로드와 매너 로드 사이의 선라이즈 하이웨이 노스 서비스 

로드  

• 이슬립 타운의 우달 로드와 몰츠 애비뉴 사이의 선라이즈 하이웨이 사우스 서비스 

로드.  

  

추가 완료 공사:  

  

• 서퍽 애비뉴와 이슬립 타운 라이(LIE) 사이의 111번 주도(State Route 111)는 

9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 나소/서퍽 경계선과 베이비론 타운 27A 주도(State Route 27A) 사이의 109번 

주도(State Route 109) 보도 경사로 안전 개선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2023년 

말까지 예정된 포장 리뉴얼 작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뉴욕 시민들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재포장 같은 전략적 투자는 우리 커뮤니티의 연결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우리의 임무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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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P. De Stefan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끝낸 덕분에 서퍽을 통해 부드러운 승차감을 즐기고 있습니다. 국도 

도로는 우리 경제와 삶의 질에 필수적이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Douglas M. Smith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저는 양질의 작업을 시작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주지사님과 주 정부 내의 제 동료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쪽 

방향 작업이 완료되고 서쪽 방향으로의 작업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뉴욕 시민들은 

롱아일랜드 고속도로가 이보다 더 좋아 보인 적은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Keith Brow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IE는 AD 12일까지 바로 진행되므로 

DOT가 절실히 필요했던 포장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포장 도로가 정말 멋집니다!"  

  

Steve Ster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의 동쪽 방향 재포장 

공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Huntington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며 지역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 의회와 주지사는 협력하여  이러한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와 다리를 보수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운전자는 작업 구역에서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책임감 있게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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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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