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10월 20일  KATHY HOCHUL 주지사 

 
 

원활한 도로 전망: HOCHUL 주지사, 8,010만 달러 규모의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재포장 

프로젝트가 예정에 앞서 완공되었다고 발표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여 예정보다 한 달 앞서 6개월 만에 완공  

  

주요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포장 프로젝트 역시 이번 주 완공  

  

롱아일랜드 주도 440 마일을 올해 재포장하여 총 비용은 1억 2,160만 달러  

  

Hochul 주지사가 추진하는 10억 달러 페이브 아워 팟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완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나소-서퍽 경계선부터 서퍽 카운티 112번 주도까지 

롱아일랜드 고속도로(Long Island Expressway, LIE)를 재포장하는 8,01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4월 프로젝트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 시작 6개월만인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예정보다 한 달 앞서 완공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나소 및 서퍽 카운티의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Southern State Parkway) 도로 재포장 공사가 이번 주 완공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롱아일랜드 전역에서 442마일 이상의 차선을 아스팔트로 

재포장했고 총 비용은 1억 2,160만 달러 소요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주민을 위해 진행된 재포장 

프로젝트가 일정보다 빨리 완공되어 더욱 원활한 도로 상황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로 재포장, 팟홀 포장 등을 통해 양질의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는 

뉴욕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역사적인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취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에서 Hochul 주지사는 뉴욕 인프라에 

대한 비롯해 우선순위 과제 중 하나인 팟홀 포장에 5년간 1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브 아워 팟홀(Pave Our Potholes)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5억 달러를 지역 도로에, 5억 달러를 주 고속도로에 투자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 주 예산 통과와 함께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주도 및 지방 도로 793 마일 이상을 

포장하는 데 1억 1,100만 달러를 지출했고, 뉴욕 전역의 지방 단체로부터 다수의 공사 

보상 요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칩스(CHIPS), 페이브 뉴욕(PAVE NY), 스테이트 투어링 



루트(State Touring Routes), 기타 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자본 프로젝트와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말까지 주 전역에서 도로 3,700 마일 이상을 포장했거나 포장할 

계획입니다.  

  

Marie Therese Dominguez 뉴욕주 교통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지사 및 

주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Kathy Hochul는 주 전역의 고속도로 수천 마일을 이동했고, 

어디에 팟홀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뉴욕의 주요 인프라에 투자하는 

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정부와 하청업체가 올해 함께 노력하여 가능한 많은 

팟홀을 메우고 수백 개의 도로 재포장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중에는 예산 내에서 

일정에 앞서 완공된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프로젝트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자랑해야 마땅하지만,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흔들림 없는 

지원을 통해 우리는 우리 도로를 유지하고 자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뉴욕의 극심한 

겨울에 앞서 인프라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포장 인부들은 48번 출구 인근 나소 및 서퍽 카운티 경계선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동쪽 

방면 구간에서 4월 19일 화요일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오래된 포장을 벗겨내고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주요 차선, 다인승 차량(High-Occupancy Vehicle, HOV) 차선, 

숄더, 62 온/오프 램프 등을 새 아스팔트로 포장했습니다. 64번 출구 부근 112번 주도 

서쪽 방면 차선에서 나소 카운티 경계선 방향으로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 10월 20일 

공사를 완료했고 총 286 마일을 포장했습니다. 새롭게 아스팔트로 포장된 구간은 약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고반사 마킹과 숄더 요철 처리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Hochul 주지사는 또한 10월 21일 금요일 세 번째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프로젝트가 

2년 만에 완공되어 총 121 마일의 차선을 포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에는 나소 

카운티의 그랜드 애비뉴/볼드윈 로드(20번 출구)에서 110번 주도(32번 출구), 서퍽 

카운티의 231번 주도(39번 출구)와 사그티코스 스테이크 파크웨이(Sagtikos State 

Parkway)(41A번 출구) 등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도로 두 개 구간을 완공했으며, 이제 

사우스 쇼어(South Shore) 운전자들은 통근 및 여행을 할 때 롱아일랜드를 더욱 원활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타 롱아일랜드 주요 프로젝트  

   

8월 Hochul 주지사는 올해 봄 재포장 공사를 시작한 열 곳 중 여섯 곳이 포장을 완료했고, 

다수가 일정보다 빨리 완공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부터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와 

아이슬립 타운의 서퍽 애비뉴까지 111번 주도의 재포장 프로젝트, 햄스테드 타운 메릭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completion-eastbound-paving-project-long-island-expressway&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fbcade989d89495fd66808dab2af075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1876207534897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SzqncQlEni1Bb8QITM%2FiBG%2BkrbCUKmG1snPWzxpRV%2F4%3D&reserved=0


로드에서 오션 파크웨이까지 메도우브룩 스테이트 파크웨이(Meadowbrook State 

Parkway) 숄더 재건 작업 등 두 개의 추가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개의 포장 프로젝트 총 비용은 2,640만 달러로, 올해 봄 시작되어 진행 중이며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나소와 서퍽 카운티의 55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입구 및 

출구 경사로 콘크리트 공사이고, 두 번째는 나소/서퍽 경계선과 베이비론 타운 27A 

주도(State Route 27A) 사이의 109번 주도(State Route 109)의 도로 재포장과 보도 

경사로 안전 개선입니다.  

  

또한 730만 달러 규모의 콘크리트 재건 및 복구 프로젝트가 112번 주도와 브룩헤이븐 

타운의 앱행크 애비뉴/서퍽 카운티 21번 주도(64번 출구에서 67번 출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봄 완공 예정인 콘크리트 표면 공사는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그라운딩 공법을 활용했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 노후 부분을 교체했습니다.  

  

올해 초, Hochul 주지사는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최대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3번 출구를 재건하여 크룩드 힐 로드 경사로(13번 서퍽 카운티 도로) 

접근을 확보하여 운전자 이동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합니다.  

  

Taylor Darling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팟홀이 있고 파손된 도로를 운전하는 

것은 비싸고 불편합니다. 특히 롱아일랜드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민 중 다수가 

팟홀로 인해 망가진 타이어와 차량을 복구해야 하며, 이는 그들이 모기지, 임대료, 식비로 

쓸 돈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수 개월 전 Hochul 주지사와 

논의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팟홀에 부딪혀 새로운 타이어를 구매하기 위해 

파이어스톤(Firestone)에 있었을 때, 그는 이미 10억 달러를 역사적인 도로 교체 및 복구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LIE 및 서던 스테이트 차선 400마일 

구간이 교체, 복구 되었으며, 롱아일랜드는 이에 감사드립니다. 제 지역구민들은 운전이 

편해졌고 돈을 아낄 수 있었다고 실제 의견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팟홀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해주신 교통부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대규모 팟홀 문제 

해결을 시급하게 추진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Steve Ster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재포장 프로젝트 

완공은 우리 모두에게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인프라 투자와 도로 보수는 지역 경제와 

운전자 안전, 삶의 질 개선 모두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롱아일랜드 주민들이 모두 잘 

알고 있듯이, 팟홀은 매우 위험하고 통근자에게 비용 부담을 발생시킵니다. 저는 이토록 

중요한 프로젝트를 예산 내 일정에 맞추어 완공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차량 손상을 막고 롱아일랜드 통근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157-million-investment-pavement-renewal-projects-long-island&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fbcade989d89495fd66808dab2af075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1876207534897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B3IuyZBI16N6x6foRI1%2FFgDAZh30r9TJdyZGcDS%2BQl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construction-begin-27-million-project-improve-connectivity-long&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fbcade989d89495fd66808dab2af075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1876207534897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BS7zUQZgTCPUXlkxFi6r74%2F4LTcNzGbqX8QQ%2BCaizSg%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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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