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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퀸즈의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LONG ISLAND
EXPRESSWAY, LIE)/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
GCP) 인터체인지의 교량 3 곳의 5,800만 달러 규모의 재건 공사 완공 발표

일정보다 9 개월 앞서 죄종적으로 완공되어 안전과 주행 흐름이 개선된 교통 환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퀸즈의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와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College Point Boulevard) 사이의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Long Island Expressway)에 대한 고속도로 개선 공사뿐만 아니라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LIE)/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CP) 인터체인지에서 교량 3
개를 재건설하는 5,800만 달러 규모의 대형 공사를 완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 봄에 착공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개선 공사는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및 JFK 공항 방면으로 원활한 통근을 할 수 있는 이동 경로를 제공하여
운전자를 위해 이 바쁜 인터체인지의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퀸즈의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강화하여,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 21 세기 여행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바쁜 인터체인지의 교통은 이번 주 최종 구성 상태로 이동되고 이 프로젝트의 마무리
공사는 올 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매일 약 35만 대의 차량이 이 중요한 인터체인지를
통과합니다.
이 재건설된 교량에는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CP) 위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향하는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LIE) 지선 도로들 뿐만 아니라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CP) 위의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LIE) 본선 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교량 모두 갑판과 강재 구조가 교체되었으며, 이전에는 없던 갓길을 만들기 위해 이
교량들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서쪽 방향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 와이크
익스프레스웨이(Van Wyck Expressway)에서 서쪽으로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LIE)

본선 도로까지의 입구 차선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병합 거리가 길어져서 교통
혼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조명 업그레이드 공사는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CP)의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LIE) 아래뿐만 아니라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College Point
Boulevard)와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CP) 사이의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LIE)
본선 및 지선 위에 설치되었습니다. 새로운 LED 조명과 업그레이드 된 케이블 덕분에
시야가 넓어지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빗물의 유출이 원활해지도록 추가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의 배수 시설을
청소했습니다. 교통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으로의 업그레이드 공사에는 새로운
광섬유 케이블, 전자 메시지 신호를 위한 새로운 전원 공급 장치, 새로운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허브 캐비닛, 두 대의 새로운 카메라가 달린 새로운 카메라 기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College Point Boulevard) 위를 지나는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브리지(LIE Bridge)의 콘크리트 갑판을 수리했으며 배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도로를 재건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통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방향으로
주행 차선 3 개를 건설 기간 내내 유지했습니다.
프로젝트 마무리 공사는 이번 봄에 조경 복원 공사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장벽, 도로 포장
복원, 도로 표면 처리,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LIE) 본선 도로 및 지선 도로의 새로운
포장 마킹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하여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112 번 스트리트(112th
Street)에서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College Point Boulevard)의 동쪽까지 도로가
재포장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시와 뉴욕주 전 지역의
교통 인프라에 현명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LIE)/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CP) 인터체인지의 개선 공사는 퀸즈
내의 지역과 그 너머 지역까지 중요한 연결 지점에서 교통 흐름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도록 보장합니다.”
Jose Peralt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로는 교통 상황이 계속
악화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급한 자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프라의
현대화 속도를 증진하고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Long
Island Expressway)/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 인터체인지에서
이 세 교량을 재건하는 일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현대화하는 목표를 향한

훌륭한 조치입니다. 우리의 도로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이 프로젝트와 기타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Daniel Rosentha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량 3개 재건 공사의 완공은
제 지역구의 유권자 주민들과 통근자들에게 커다란 수혜가 될 것입니다. 이 장소는
뉴욕주에서 가장 분주한 교통 선형 교통로 중 하나를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퀸즈
공공 도로의 안전과 수명 연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에 감사드립니다.”
Nily Rozic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력하고 복구력을 갖춘 교통
인프라는 여행객을 목적지에 연결시키고 뉴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역
경제를 촉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퀸즈의 이 중요한 인터체인지에 투자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교통 완화책과 원활한 통근 환경을 제공해 주신 주지사님과 뉴욕주
교통부(DOT)에 감사드립니다.”
퀸즈 자치구의 Melinda Katz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Long Island Expressway)/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 인터체인지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와 상업 차량들은 이 중요한 재건
프로젝트의 가속화로 인한 커다란 차이점을 곧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더욱 안전하고
부드러운 승차를 위해 재건 공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정보다 몇 개월 앞서 완공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교통부(DOT)에 감사드립니다.”
Peter Koo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LIE)/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CP) 인터체인지는 퀸즈의 네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속도로
동맥입니다. 이 5,80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의 완공은 정확히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유형의 투자입니다. 예상을 뛰어 넘어 일정보다 9 개월 앞서 완공된 이
프로젝트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교통부(DOT)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Karen Koslowitz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터체인지는 여기에 의지하는
수십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중요한 연결 통로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공으로, 뉴욕은 교통 혼잡을 줄이고 뉴욕 주민과 방문객 모두 통근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우리 도시와 우리 주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공약에 대해 저는
주지사님과 뉴욕주 교통부(NYSDOT)에 감사드립니다.”
Rory Lancman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건된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LIE)/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CP) 인터체인지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개선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퀸즈의 교통 인프라에 이 중요한 투자를 단행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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