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4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600 만 달러 규모의 먼로 카운티 도로 및 교량 개선 프로젝트  

착수 발표 

 

인프라 업그레이드 및 건설 일자리 창출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 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의 성공적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청사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먼로 카운티 도로 및 교량 다수의 개선 프로젝트 

작업에 착수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주간 고속도로 490 구역 재포장 및 17 교량 상판 

개선을 포함하여 총 1,600만 달러로 이 지역 전역의 교통 인프라 복원을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의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사항이며, 주 

전역 주요 인프라 개선 작업을 지속함으로써 뉴욕 주민과 통근자들이 향후 몇 년간 믿을 

수 있고 탄력적인 도로와 교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먼로 카운티를 

강화하고, 새로운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며, 핑거 레이크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합니다.” 

 

이 지역의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로 카운티 웹스터 타운(Town of Webster) 루트 104 도로를 따라 교량 상판 

17개의 상태 개선 작업에 600만 달러. 이 프로젝트는 올해 여름 완공될 

예정입니다.  

• 주간 고속도로 490을 먼로 카운티 피츠포드 타운(Town of Pittsford)의 마쉬 

로드(Marsh Road)와 연결하는 교량 교체에 410만 달러. 이 프로젝트는 올해 가을 

완공될 예정입니다.  

• 제네시 카운티 르 로이(Le Roy)의 뉴욕주 스루웨이(출구 47 – 루트 19)부터 먼로 

카운티 칠리의 루트 259 인터체인지(출구 4)까지, 주간 고속도로 490 재포장 

작업에 340만 달러. 이 프로젝트는 올해 가을 완공될 예정입니다.  

• 먼로 카운티 교량 9개의 조인트 교체 작업에 250만 달러. 이 프로젝트는 올해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교통부 커미셔너 Matthew J. Driscoll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교통 인프라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 먼로 카운티 도로 및 교량 개선 

프로젝트는 주지사님의 업스테이트 커뮤니티 지원의 또 다른 예입니다. 도로와 교량 

교체 및 수리 작업으로 통행자들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면서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교량 상판 개선 - 웹스터 타운(Town of Webster) 루트 104 도로 

 

데빗 로드(Dewitt Road)와 솔트 로드(Salt Road) 사이의 루트 104를 따라 각각의 교량에 

종합 유지보수 작업이 이루어져 구조물의 전반적 상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이 

평탄한 주행 도로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합니다. 공사에는 재포장, 보도 개선과 교량 상판, 

조인트 및 콘크리트의 수리가 포함됩니다. 

 

올해 수리 예정인 교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루트 104 동쪽 및 서부를 메이플 드라이브(Maple Drive)와 Gravel Road로 

연결하는 교량 4곳  

• 데빗 로드(Dewitt Road)와 루트 104를 연결하는 교량 

이 공사는 2015년 8월 시작되어 올해 여름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단차선이 

장기 폐쇄됩니다. 통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과 날짜 제한이 시행될 것입니다. 

현충일, 웹스터 축구 토너먼트(Webster Soccer Tournament) 또는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하이웨이 공사 구역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추가 통행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르 로이(Le Roy)부터 칠리까지, 주간 고속도로 490 재포장 

 

이 프로젝트에는 주간 고속도로 및 교차로 진입로 재포장과 주간 고속도로 하부 배수로 

2개 수리 작업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경우 오버헤드 표지판과 가이드레일을 교체 혹은 

수리하며, 새 노면 표시가 설치됩니다. 

 

각 방향의 최소 한 차선은 항상 모든 차량에 개방될 것입니다. 매일 약 16,000대의 

차량이 이 고속도로 구간을 달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올가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교량 교체 - 피츠포드 타운(Town of Pittsford) 마쉬 로드(Marsh Road) 상의 주간 

고속도로 490 

 

출구 25(루트 31F 및 페어포트 로드)와 출구 26 (루트 31) 사이에 위치한 교량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기존 3경간 다중 대들보 다리는 1955년 건설되었으며 매일 약 44,000대의 

차량을 수송합니다. 단일 경간이 될 교체 교량은 기존 교량보다 약간 넓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 교통량은 다리를 가로지르는 각 방향 두 차선으로 줄어듭니다.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작업 구간을 통과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 교량은 단계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한 번에 다리의 절반이 건설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각 방향 두 차선이 개방됩니다. 

 

교량 조인트 교체 - 먼로 카운티 교량 9 개 

 

각 교량 9개의 열악하거나 손상된 교량 조인트는 필요에 따라 수리 및 교체됩니다. 

적절한 예방 보수는 물과 염화물이 교량의 상판 및 기타 부품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며, 

교량의 수명을 늘립니다. 

 

보수 작업은 아이언데큇(Irondequoit) 루트 404(Empire Blvd.) 상의 루트 590 북쪽에서 

시작되었으며 올해 완료될 예정입니다. 

 

작년 교량 9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로체스터의 제네시 강 위의 루트 104 교량과, 

먼로 카운티 헨리에타에 위치한 스루웨이부터 I-390 북쪽/Lehigh Station Road까지의 

경사로, I-390 북쪽부터 스루웨이까지의 경사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교량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헨리에타의 Calkins Road 상의 I-390 북쪽 및 남쪽  

• 아이언데큇(Irondequoit)의 루트 404 상의 루트 590 북쪽  

• 이너 루프부터 사우스 애비뉴(South Avenue) 상의 I-490 동쪽까지의 루프 

경사로와, 사우스 애비뉴(South Avenue)부터 I-490 동쪽까지의 인접 경사로  

프로젝트 작업은 특정 시간으로 제한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량이 가장 적은 

주말에만 작업이 진행됩니다. 양방향 교통량은 유지될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단기 

진입로 폐쇄가 필요하며, 우회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운전자 우선 이니셔티브(Driver’s First Initiative)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고속도로 교통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작업 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2배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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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이상 과속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신 교통정보를 확인하시려면 511번에 전화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www.511NY.org 

또는 모바일 사이트 m.511ny.org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511ny.org/
http://m.511ny.org/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 (교통부)를 팔로우하세요: @NYSDOT.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Facebook.com/NYS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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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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