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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OCEAN PARKWAY의
의 850만
만 달러 안전성 개선 프로젝트의 착공을
발표하다

이 공사로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 안전과 이동성을 개선될 예정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Brooklyn의 the Prospect Expressway와 Shore (Belt)
Parkway 사이에 있는 Ocean Parkway를 따라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85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보다 안전한 Ocean Parkway를 가꾼다는 것은 Brooklyn 거주민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매일, 거의 45,000대의 차량과 수 천명의 자전거이용자들 및 보행자들이
Ocean Parkway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전하게 설계되고 건설된 도로를
이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차량과 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한 길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교통부의 Matthew Drisco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러한
교통 프로젝트가 우리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활동으로 모든 사용자들은 도로를 책임있게 공유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안전 특성은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9개 교차로, 즉 Avenue C, Cortelyou Road, Ditmas Avenue, 18th Avenue,
Avenue I, Avenue J, Avenue P, Kings Highway, Avenue U의 측면 도로에서
좌회전 금지.
• Avenue C, 18th Avenue, Bay Parkway, Avenue J, Avenue P 및 Kings
Highway의 측면 도로에서 교통신호등과 함께 6개 정지신호등 교체. 사고 다발
지역인 Avenue C, Cortelyou, Ditmas Avenue, 18th Avenue, Avenue I, Bay
Parkway, Avenue J, Avenue P, Kings Highway에서 177개 보행자 램프 재구성.
Avenue U. 램프는 미국장애인법을 준수하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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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다발 지역인 Avenue C, Cortelyou, Ditmas Avenue, 18th Avenue, Avenue
I, Bay Parkway, Avenue J, Avenue P, Kings Highway, Avenue U를 포함해
159개 카운트다운 보행자 신호등 설치.
• Avenue F와 Ditmas Avenue 구간, Elwood Avenue와 Avenue H 구간, Avenue
K 구간에 있는 총 6개의 신호등에 각 방향 속도 표시기 설치.
• 사고 다발 지역인 Avenue C, Cortelyou, Ditmas Avenue, 18th Avenue, Avenue
I, Bay Parkway, Avenue J, Avenue P, 159개 카운트다운 보행자 신호등 설치.
• 사고 다발 지역인 Avenue C, Cortelyou, Ditmas Avenue, 18th Avenue, Avenue
I, Bay Parkway, Avenue J, Avenue P, 159개 카운트다운 보행자 신호등 설치.
이 공사는 2017년 가을까지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Charles E.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Ocean Parkway는 수많은
Brooklyn 이웃들의 생면선인 에머랄드 회랑지대입니다. 수 백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은
의사가 이 중요한 길을 보행자, 조깅자 및 자전거이용자를 위해 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곳으로 만들도록 명령해 마련된 것입니다.”
Yvette D. Clarke 주의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인프라 구축과 유지는 뉴욕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는 데 중요합니다. 뉴욕주 교통부가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이용자의 이동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850만 달러를 배정한 것은 올바른
조치입니다. Ocean Parkway는 Brooklyn의 고속도로로 수천 명의 Brooklyn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곳입니다. 보행자 및 교통 신호등, 속도 표시기 신호등, 램프 설치 및 기타
필요한 업그레이드로 모든 사람들의 이동이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이 사업을 제일
우선시해주신 Cuomo 행정부와 NYSDOT에게 감사 드립니다.”
Martin J. Golde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Ocean Parkway는 South
Brooklyn의 차량 교통에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따라서 Ocean Parkway의 다단계 개선
계획을 진행시켜주신 Andrew Cuomo 주지사와 NYS 교통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이동 시간을 개선시키고 이 주요 도로의 혼잡을
경감시켜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Simcha Feld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안전 문제를 다루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때문에 Ocean Parkway에서 꼭 필요한 공사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역은 Ocean
Parkway에서의 속도 제한이 다시 35 mph로 환원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이동을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Diane J. Savi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가 주민들의
근심의 목소리를 듣고 지방 선출직 관리들과 커뮤니티 위원회와 협력하여 Ocean
Parkway에서 공공 안전과 교통 안전을 개선해준 것에 감사 드립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로가 아닌 Brooklyn의 커뮤니티들 사이로 가장 옆으로 길게 늘어진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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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Cymbrowitz 주의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1800년대 중반 파리의 조용한
도로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설계 방식을 따른 Ocean Parkway는 절대 경주로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프로젝트는 이 간선도로를 차량에 보다
안전하고 관리 가능하게 만드는 목표를 완수해줄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어다니고 벤치에 앉고 거리를 건널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이지 사치스런 도로가 아니며, 이 이니셔티브로 마침내 가능하지는 그런
도로입니다.”
Dov Hikind 주의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신 Cuomo 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Ocean Parkway를 따라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을 크게 개선시키게 될 이 프로젝트의 일부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건설업체는 뉴욕시 Flushing 소재 Tully Construction Company,
Inc.입니다.
2016년 12월 입찰을 위해 공개될 예정인 약 670만 달러 규모의 개별 계약에서
NYSDOT는 Prospect Expressway와 Shore (Belt) Parkway 사이 Ocean Parkway에 다시
아스팔트를 깔고 새로운 포장도로 표시판을 설치할 것입니다.
실시간 이동 정보를 확인하려면 511로 전화하거나 www.511.ny.org를 방문하십시오.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을 팔로우하십시오: @NYSDOT NYC. 페이스북에서
facebook.com/NYSDOT를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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