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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극삼한 기후 상황으로 인해 손상된 뉴욕주 전 지역의 도로 복원 공사에 

1억 5,100만 달러 규모의 기금 지원 발표  

  

뉴욕주 모든 카운티에서 95개의 복원 공사 지원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도로 및 교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주정부 지원액 7억 4,300만 

달러 달성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극심한 기후 상황으로 인해 손상된 뉴욕주 전 지역의 

도로 복원 공사에 1억 5,100만 달러의 주정부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주정부 자금은 모든 카운티와 뉴욕시에서 진행되는 최소 한 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도로 포장 프로젝트 95 건을 비롯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약 1,013 마일 규모의 도로에 

대한 차선 포장 공사를 지원할 것입니다. 페이브 뉴욕(PAVE NY)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이 새로운 기금은 뉴욕주 전 지역의 도로 약 3,700 마일의 차선을 재건하는 

지역 도로 및 교량 프로젝트들을 위해 올해 초에 이미 공약한 약 7억 4,300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보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국가의 도로, 교량, 교통 시스템 및 공항 

재건과 현대화에 대해 국가를 선도적하는 규모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21세기에 관광, 비즈니스, 인력 개발, 경제적 기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는 주 고속도로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로 상황을 개선하여 

이러한 포장 도로 운행 연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들은 올해 봄에 착공하여 2020년 겨울 내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심한 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정부의 

운송 네트워크가 심각한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인프라의 재건 및 강화를 통해, 

뉴욕은 지역사회의 재생과 지역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인프라 기금은 뉴욕주 교통부의 5 개년 자본 계획을 통해 

지원받습니다. 도로 재건을 위해 투입된 가장 최근의 주정부 투자를 비롯해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뉴욕주는 모든 뉴욕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상원 교통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Transportation) 의장인 Tim Kenned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의 도로를 망가뜨리고 구멍을 내는 등 주 

전역의 운전자을 힘들게 만드는 심각한 겨울 날씨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주정부 자원을 동원하여 도로가 적절하게 수리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지사가 발표한 이 투자를 통해, 주정부는 안전을 우선으로 두고, 계속해서 

견고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더 강력한 경제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원 교통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Transportation) 의장인 William B. 

Magnarell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극심한 기후 

상황으로 손상된 뉴욕주 도로 복원을 위해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는 발표를 환영합니다. 

우리의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수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악천후로 인해 도로가 손상되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저는 이 자금 실행을 위해 주지사와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운전자는 작업 구역에서 보수 및 건설 차량을 포함하여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황색, 

초록색 불이 켜진 차량이 접근하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양보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는 바입니다.  

  

차선양보법(Move Over Law) 및 주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구역에서 작업자와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하는 일들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www.ny.gov/workzonesafety를 방문하십시오.  

  

운전자들이 공사 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두 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의 공사 구간 안전법(Work Zone Safety Act)에 따라 공사 구간 내에서 

2회 이상 과속 위반으로 잡히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신 이동 정보가 

필요하시면 511에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www.511NY.org를 방문, 혹은 무료 511NY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도로 재포장 프로젝트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역  

컬럼비아, 그린, 올버니, 렌셀러, 스키넥터디, 사라토가, 워싱턴, 워런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73 마일 차선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약 1,200만 달러 지원:  

http://www.ny.gov/workzonesafety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b3c37ca5-effbda18-b3c18590-000babd9fa3f-96d897baf645667f&q=1&e=c63ab367-ea5d-40f6-9cdd-0cc5abb658e3&u=http%3A%2F%2Fwww.511ny.org%2F


 

 

• 올버니 카운티, 406 번 카운티 도로(County Route 406)부터 143 번 도로(Route 

143)까지 32 번 도로(Route 32) 복원 공사에 110만 달러 지원.  

• 그린 카운티, 얼스터 카운티 선(Ulster County Line)부터 23A번 도로(Route 

23A)까지 9W번 도로(Route 9W) 복원 공사에 180만 달러 지원.  

• 렌셀러 카운티, 22번 도로(Route 22) 교량부터 메사추세츠 주 경계까지 2번 

도로(Route 2) 복원 공사에 190만 달러 지원.  

• 사라토가 카운티, 마이어틀 스트리트에서 포터스 코너스 로드까지 9N번 

도로(Route 9N) 복원 공사에 130만 달러 지원.  

• 스키넥터디 카운티, 20번 도로(Route 20)부터 158 번 도로(Route 158)까지 406 번 

도로(Route 406) 복원 공사에 980,000 달러 지원.  

• 워런 카운티, 9번 도로(Route 9)에서 볼턴 랜딩까지 9N번 도로(Route 9N) 복원 

공사에 140만 달러 지원.  

• 워싱턴 카운티, 32번 도로(Route 32)부터 40번 도로(Route 40)까지 196번 

도로(Route 196) 복원 공사에 170만 달러 지원.  

• 컬럼비아 카운티, 발레티 킬에서 서덜랜드 로드까지 203번 도로(Route 203) 복원 

공사에 150만 달러 지원.  

• 컬럼비아 카운티, 66번 도로(Route 66)부터 클레버락 크릭까지 23B번 도로(Route 

23B) 복원 공사에 375,000 달러 지원.  

  

모호크 밸리  

오네이다, 허키머, 풀턴, 몽고메리, 쇼하리, 옷세고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72 

마일 차선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약 1,070만 달러 지원:  

• 풀턴 카운티, 글로스빌 시티 라인에서 112번 도로(Route 112)까지 309번 

도로(Route 309) 복원 공사에 130만 달러 지원.  

• 워싱턴 카운티, 30A번 도로(Route 30A)부터 30번 도로(Route 30)까지 161번 

도로(Route 161) 복원 공사에 170만 달러 지원.  

• 허키머 카운티, 세다빌 햄릿에서 레밍턴 로드 남쪽 1.5 마일까지 51번 도로(Route 

51) 복원 공사에 110만 달러 지원.  

• 오네이다 카운티, 412번 도로(Route 412)부터 엑세스 로드까지 233번 도로(Route 

233) 복원 공사에 100만 달러 지원.  

• 옷세고 카운티, 39번 카운티 도로(County Road 39)부터 쇼하리 카운티 

경계선까지 7번 도로(Route 7) 복원 공사에 280만 달러 지원.  

• 쇼하리 카운티, 옷세고 카운티 경계선부터 하이트 로드까지 7번 도로(Route 7) 

복원 공사에 190만 달러 지원.  

• 풀턴 카운티, 29번 도로(Route 29)부터 10번 도로(Route 10)까지 10A번 

도로(Route 10A) 복원 공사에 899,000 달러 지원.  

  

센트럴 뉴욕  



 

 

오스위고, 오논다가, 카유가, 코틀랜드, 매디슨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119 마일 

차선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약 1,390만 달러 지원:  

• 메디슨 카운티, 셔냉고 시 경계선부터 허바드스빌 남쪽까지 12번 도로(Route 12) 

복원 공사에 150만 달러 지원.  

• 오논다가 카운티, 태프트 로드 남쪽부터 베어 스트리트 북쪽까지 11번 도로(Route 

11) 복원 공사에 390만 달러 지원.  

• 먼로 카운티, 모라비아의 38번 도로(Route 38)부터 오논다가 카운티 경계선까지, 

그리고 카유가 및 오논다가 카운티의 카유가 카운티 북쪽 경계선에서 카유가 

카운티 동쪽 경계선까지 38A번 도로(Route 38A) 복원 공사에 220만 달러 지원.  

• 오스위고 카운티, 264번 도로(Route 264)부터 104번 도로(Route 104)까지 3번 

도로(Route 3) 복원 공사에 120만 달러 지원.  

• 코틀랜드 카운티, 23번 도로(Route 23)부터 셔냉고 카운티 경계선까지 26번 

도로(Route 26) 복원 공사에 663,000 달러 지원.  

• 오논다가 카운티, 시러큐스 시 경계선부터 라임스톤 크릭 브리지(Limestone 

Creek Bridge) 그리고 클린턴 스트리트에서 매디슨 카운티 경계선까지 173번 

도로(Route 173) 복원 공사에 150만 달러 지원.  

• 오논다가 카운티, 파렐 로드에서 볼드윈스빌 타운 경계선까지 48번 도로(Route 

48) 복원 공사에 694,000 달러 지원.  

• 카유가 카운티, 톰킨스 카운티 경계선에서 90번 도로(Route 90)까지 34B번 

도로(Route 34B) 복원 공사에 100만 달러 지원.  

• 오스위고 카운티, 오네이다 카운티 경계선에서 104번 도로(Route 104)까지 13번 

도로(Route 13) 복원 공사에 904,000 달러 지원.  

• 오논다가 카운티, 이스트 태프트 로드에서 31번 도로(Route 104)까지 298번 

도로(Route 298) 복원 공사에 344,000 달러 지원.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올리언스, 제네시, 와이오밍, 리빙스턴, 먼로, 웨인, 온타리오, 예이츠, 세네카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162 마일 차선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약 1,750만 달러 지원:  

• 세네카 카운티, 케네디 로드 북쪽부터 우드워스 로드까지 96A번 도로(Route 96A) 

복원 공사에 290만 달러 지원.  

• 세네카 카운티, 얼스버거 로드부터 카노가 로드 남쪽까지 89번 도로(Route 89) 

복원 공사에 850,000 달러 지원.  

• 제네시 카운티, 237번 도로(Route 237)부터 먼로 카운티 경계선까지 33번 

도로(Route 33)을 비롯해, 33번 도로(Route 33)부터 490번 주간도로(Interstate 

490)까지 33A번 도로(Route 33A) 복원 공사에 120만 달러 지원.  

• 리빙스턴 카운티, 눈다 빌리지에서 댄스빌 빌리지까지 436번 도로(Route 436) 

복원 공사에 260만 달러 지원.  



 

 

• 먼로 카운티, 383번 도로(Route 383)부터 처치빌 빌리지까지 36번 도로(Route 

36) 복원 공사에 210만 달러 지원.  

• 온타리오 카운티, 예이츠 카운티 경계선에서 5/20번 도로(Route 5/20)까지 14A번 

도로(Route 14A) 복원 공사에 160만 달러 지원.  

• 올리언즈 카운티, 31번 도로(Route 31)부터 98번 도로(Route 98)까지 31A 번 

도로(Route 31A) 복원 공사에 190만 달러 지원.  

• 웨인 카운티, 팔미라 빌리지에서 뉴어크 빌리지까지 31번 도로(Route 31) 복원 

공사에 566,000 달러 지원.  

• 와이오밍 카운티, 39번 도로(Route 39)부터 19번 도로(Route 19)까지 19A번 

도로(Route 19A) 복원 공사에 110만 달러 지원.  

• 예이츠 카운티, 미들섹스 타운에서 245/364번 도로(Route 245/364) 복원 공사에 

625,000 달러 지원.  

• 세네카 및 온타리오 카운티, 14번 도로(Route 14)부터 44번 도로(Route 44)까지 

318번 도로(Route 318) 복원 공사에 140만 달러 지원.  

• 먼로 카운티, 터크 힐 로드에서 웨인 카운티 경계선까지 31F번 도로(Route 31F) 

복원 공사에 709,000 달러 지원.  

  

웨스턴 뉴욕  

나이아가라, 이리, 셔터쿼, 카타라우구스, 앨러게니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180 

마일 차선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약 1,460만 달러 지원:  

• 이리 카운티, 암스델 로드부터 62번 도로(Route 62)까지 20번 도로(Route 20) 

복원 공사에 877,000 달러 지원.  

• 이리 카운티, 384번 도로(Route 384)부터 에거트 로드까지 324번 도로(Route 

324) 복원 공사에 766,000 달러 지원.  

• 이리 카운티, 우드워드 드라이브부터 354번 도로(Route 354)까지 277번 

도로(Route 277) 복원 공사에 650,000 달러 지원.  

• 이리 카운티, 버펄로 시 북쪽 경계선부터 토나완다 시 남쪽 경계선까지 265번 

도로(Route 265) 복원 공사에 758,000 달러 지원.  

•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셔터쿼 카운티 경계선에서 고완다 빌리지 경계선까지 39번 

도로(Route 39) 복원 공사에 110만 달러 지원.  

• 나이아가라 카운티, 104번 도로(Route 104) 진입로부터 블레어빌 로드까지 18번 

도로(Route 18) 복원 공사에 953,000 달러 지원.  

•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16번 출구(Exit 16)부터 서쪽 17번 출구(Exit 17)까지 86번 

주간도로(Interstate 86) 복원 공사에 965,000 달러 지원.  

•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카사다가 빌리지부터 20번 국도(US Route 20)까지 60번 

국도(US Route 60) 복원 공사에 110만 달러 지원.  

•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60번 국도(US Route 60)부터 394번 도로(Route 394)까지 

62번 국도(US Route 62) 복원 공사에 250만 달러 지원.  



 

 

• 나이아가라 카운티, 포터 센터 로드부터 랜섬빌 로드까지 18번 도로(Route 18) 

복원 공사에 458,000 달러 지원.  

• 앨러게니 카운티, 5번 카운티 도로(County Route 5)부터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경계선까지 305번 도로(Route 305) 복원 공사에 100만 달러 지원.  

• 이리 카운티, 버펄로 시 경계선부터 240번 도로(Route 240)까지 포터 로드 및 

세네카 스트리트 복원 공사에 372,000 달러 지원.  

• 이리 카운티, 249번 국도(US Route 249)부터 이든 에반스 센터 로드까지 20번 

국도(US Route 20) 복원 공사에 120만 달러 지원.  

• 이리 카운티, 타운빌라인 로드부터 이리 카운티 경계선까지 20번 국도(US Route 

20) 복원 공사에 190만 달러 지원.  

  

노스 컨트리  

루이스, 제퍼슨, 세인트 로렌스, 프랭클린, 클린턴, 에섹스, 해밀턴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100 마일 차선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약 1,300만 달러 지원:  

• 에섹스 카운티, 코블 힐부터 보우맨 래인까지 86번 도로(Route 86) 복원 공사에 

180만 달러 지원.  

• 해밀턴 카운티, 루이 레이크(Lewey Lake)부터 트레일(Trail) 헤드까지 30번 

도로(Route 30) 복원 공사에 160만 달러 지원.  

• 클린턴 카운티, 클레이버그 햄릿부터 모핏츠빌 시까지 3번 도로(Route 3) 복원 

공사에 120만 달러 지원.  

• 프랭클린 카운티, 37번 도로(Route 37)부터 콘스타블 타운까지 122번 도로(Route 

122) 복원 공사에 120만 달러 지원.  

• 제퍼슨 카운티, 애스핀월 코너스부터 푸푸라 코너스까지 3번 도로(Route 3) 복원 

공사에 160만 달러 지원.  

• 루이스 카운티, 크로그한 빌리지부터 인디언 리버(Indian River)까지 812번 

도로(Route 812) 복원 공사에 140만 달러 지원.  

• 세인트로렌스 카운티, 캔턴 빌리지부터 피어포인트 햄릿까지 68번 도로(Route 

68) 복원 공사에 220만 달러 지원.  

• 에섹스 카운티, 트라우트 폰드 로드부터 22번 도로(Route 22)까지 9번 도로(Route 

9) 복원 공사에 200만 달러 지원.  

  

미드-허드슨 밸리  

웨스트체스터, 록랜드, 퍼트넘, 오렌지, 더치스, 얼스터, 설리반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113.5 마일 차선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약 2,270만 달러 지원: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스프레인 브룩 파크웨이(Sprain Brook Parkway)부터 119번 

도로(Route 119)까지 100B번 도로 페이빙(Route 100B Paving) 복원 공사에 

150만 달러 지원.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윕풀윌 횡단시설(Whippoorwill Crossing)로부터 리지우드 

테라스(Ridgewood Terrace)까지 120번 도로 페이빙(Route 120 Paving) 복원 

공사에 200만 달러 지원.  

• 록랜드 카운티, 미드 드라이브부터 9W번 도로(Route 9W)까지 202번 도로(Route 

202) 복원 공사에 160만 달러 지원.  

• 오렌지 카운티, 고센 턴파이크(Goshen Turnpike)부터 416번 도로(Route 416)까지 

211번 도로(Route 211) 복원 공사에 150만 달러 지원.  

• 오렌지 카운티, 9W번 도로(Route 9W)부터 올드 포지 힐 로드까지 94번 

도로(Route 94) 복원 공사에 600,000 달러 지원.  

• 오렌지 카운티, 유니언 애비뉴부터 올드 템플 힐 로드까지 32번 도로(Route 32) 

복원 공사에 450,000 달러 지원  

• 푸트남 카운티, 도안스버그 로드부터 22번 구도로(Old Route 22)까지 22번 

도로(Route 22) 복원 공사에 190만 달러 지원.  

• 푸트남 카운티, 밀타운 로드에서 오버룩 래인까지 22번 도로(Route 22) 복원 

공사에 521,000 달러 지원.  

• 더치스 카운티, 타코닉 스테이트 파크웨이(Taconic State Parkway)부터 클로브 

브랜치 로드까지 82번 도로(Route 82) 복원 공사에 860,000 달러 지원.  

• 얼스터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경계선부터 44/55번 도로(Route 44/55)까지 32번 

도로(Route 32) 복원 공사에 150만 달러 지원.  

• 더치스 카운티, 199번 도로(Route 199)부터 컬럼비아 카운티 경계선까지 82번 

도로(Route 82) 복원 공사에 635,000 달러 지원.  

• 더치스 카운티, 팩토리 래인부터 슐츠 힐 로드까지 199번 도로(Route 199) 복원 

공사에 195,000 달러 지원.  

• 얼스터 카운티, 채플 힐 로드부터 208번 도로(Route 208)까지 44/55번 도로(Route 

44/55) 복원 공사에 150만 달러 지원.  

• 설리번 카운티, 97번 도로(Route 97)부터 밀러 로드까지 17B, 52A, 52번 도로 

복원 공사에 260만 달러 지원.  

• 록랜드 카운티, 59번 도로(Route 59)부터 바이올라 로드까지 306번 도로(Route 

306) 복원 공사에 200만 달러 지원.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스쿨 스트리트부터 라이트 밀 래인까지 128번 도로(Route 

128) 복원 공사에 130만 달러 지원.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100번 도로(Route 100)부터 129번 도로(Route 129)까지 

118번 도로(Route 118) 복원 공사에 500,000 달러 지원.  

• 오렌지 카운티, 보니페이스 드라이브부터 월든 빌리지 라인까지 52번 도로(Route 

52) 복원 공사에 150만 달러 지원.  

  

서던 티어  

스튜벤, 스카일러, 셔멍, 톰킨스, 티오가, 브룸, 셔냉고, 델라웨어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124 마일 차선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약 1,960만 달러 지원:  



 

 

• 톰킨스 카운티, 스카일러 카운티 경계선부터 96번 도로(Route 96)까지 227번 

도로(Route 227) 복원 공사에 120만 달러 지원.  

• 스튜벤 카운티, 카노나 헴릿부터 프래츠버그 빌리지까지 53번 도로(Route 53) 

남쪽 복원 공사에 310만 달러 지원.  

• 스튜벤 카운티 프래츠버그 빌리지부터 리빙스턴 카운티 경계선까지 53번 

도로(Route 53) 복원 공사에 220만 달러 지원.  

• 셔멍 카운티, 티오가 카운티 경계선부터 반 이튼 타운까지 34번 도로(Route 34) 

복원 공사에 120만 달러 지원.  

• 스카일러 카운티, 미즈 힐 로드부터 17번 카운티 도로(County Route 17)까지 

329번 도로(Route 329) 복원 공사에 813,000 달러 지원.  

• 델라웨어 카운티, 존 덱 로드부터 로드빌 로드까지 97번 도로(Route 97) 복원 

공사에 240만 달러 지원.  

• 셔냉고 카운티, 브룸 카운티 경계선부터 2번 카운티 도로(County Route 2) 남쪽 

1/4 마일까지 12번 도로(Route 12) 복원 공사에 170만 달러 지원.  

• 브룸 카운티, 7번 도로(Route 7)부터 펜턴 타운까지 79번 도로(Route 79) 복원 

공사에 300만 달러 지원.  

• 티오가 카운티, 38번 도로(Route 38)부터 톰킨스 카운티 경계선까지 79번 

도로(Route 79) 복원 공사에 140만 달러 지원.  

• 브룸 카운티, 터널 로드부터 베이츠 로드까지 7번 도로(Route 7) 복원 공사에 

140만 달러 지원.  

• 셔냉고 카운티, 3A번 카운티 도로(County Route 3A) 정북쪽부터 옥스포드 

타운까지 12번 도로(Route 12) 복원 공사에 120만 달러 지원.  

  

롱아일랜드  

나소 및 서퍽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23 마일 차선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약 

1,070만 달러 지원:  

• 나소 카운티, 나소-서퍽 카운티 경계선부터 24번 도로(Route 24)까지 109번 

도로(Route 109) 복원 공사에 410만 달러 지원.  

• 서퍽 카운티, 니콜스 포드부터 메인 스트리트/이스트 브로드웨이까지 25A번 

도로(Route 25A) 복원 공사에 660만 달러 지원.  

  

뉴욕시  

뉴욕시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45 마일 차선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약 1,580만 달러 

지원:  

• 브롱크스 카운티, 크로스 브롱크스 고속도로(Cross Bronx Expressway)부터 

177번가/드보 애비뉴(177th Street/Devoe Avenue)까지 아서 셰리단 

고속도로(Arthur Sheridan Expressway) 북쪽 및 남쪽 방향 복원 공사에 202,000 

달러 지원.  



 

 

• 퀸즈 카운티, 모리스 애비뉴부터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까지 롱아일랜드 

고속도로(Long Island Expressway) 동쪽 및 서쪽 방향 복원 공사에 860만 달러 

지원.  

• 킹스 카운티, 해밀턴 애비뉴로부터 브루클린 퀸즈 고속도로(Brooklyn Queens 

Expressway) 동쪽 진입로 복원 공사에 53,000 달러 지원.  

• 리치몬드 카운티, 빅토리 불라바드에서 괴탈스 브리지(Goethals Bridge)까지 

스태튼 아일랜드 고속도로(Staten Island Expressway) 동쪽 및 서쪽 방향 복원 

공사에 690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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