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올버니 카운티 1,770 만 달러 스루웨이 도로 포장 복구 프로젝트  

재개 발표 

 

하루 77,000 명 이상의 운전자가 이용하는 통행량 많은 도로의 안정성 업그레이드 

작업이 포함된 2 개년 프로젝트  

  

교통 혼잡과 운전자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혼잡 시간대 작업 완료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버니 카운티 뉴욕주 스루웨이 (New York State 

Thruway, I-90) 동쪽에서 진행되는 1,770만 달러 도로 포장 복구 2개년 프로젝트 

제 2단계가 이번 주 재개됨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녁 및 야간 포장 작업이 출구 

24(올버니, I-87 & I-90)와 출구 25(스키넥터디, I-890) 사이의 I-90 동쪽에서 5월 1일 

월요일 시작되었으며, 향후 2달 간 매일 밤 계속됩니다. 또한 도로 포장 작업은 출구 24 

및 출구 25의 온/오프 진입로에서 진행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인프라 투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매일 도로 및 교량을 이용하는 수백만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올버니 I-90을 재포장 및 업그레이드하려는 이번 프로젝트로, 주도 지역 

통근자를 위해 주요 도로를 강화하고 향후 몇 년간의 내구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번 포장 작업은 스루웨이 18레인마일 이상의 안전성 업그레이드, 신규 가이드레일 및 

도로 조건 개선 작업이 포함된 1,770만 달러 2개년 프로젝트 제 2단계입니다. 프로젝트 

제 1단계는 2016년 가을 완공되었으며, 여기에는 서쪽 차선 포장, 신규 가드레일, 새 

표지판 및 배수로 개선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 상임이사 대행 Bill Finch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루웨이 관리청 임직원은 우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는 주도 지역, 올버니 및 스키넥터디의 대도시 두 곳을 연결하는 중요 

도로이며, 이 프로젝트는 통행료를 재투자함으로써 매일 이 도로를 달리는 수천 명의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잘 관리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자들은 프로젝트 완료에 필요한 단선 및 이차선 차선 폐쇄에 대비해야 합니다. 매일 

밤 6시에 차선 폐쇄가 시작되며,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오전 피크 시간대 이전에 

재개장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운전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고, 뉴욕주 전 지역에서 고속도로 및 교량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Cuomo 주지사의 운전자 

우선 정책 (Drivers First Initiative)의 요구에 따라 완공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트로이의 Rifenburg Construction이 예정된 작업을 수행하며,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및 뉴욕주 건설협회(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New York State)와 연계하여 개발한 새 야간 조명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풍선” 조명은 눈부심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프로젝트 조명 

비용을 절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스루웨이의 570마일 

길이의 도로를 따라 434레인마일을 재포장하고 22레인마일을 재건 또는 복구하기 위한 

공개 입찰을 시작합니다. 

 

전광판 및 1610 AM 고속도로 교통정보 라디오가 운전자에게 차선 폐쇄 정보를 

제공합니다. 

  

악천후 시에는 작업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George A. Amedore, J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으로 

스루웨이의 심각한 교통정체 구간을 개선하여 주도 지역 거주자 및 방문객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Neil D. Bresli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90 출구 24-25 포장 복구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며, 특히 이 고속도로 구간을 매일 이용하는 운전자 77,000여 명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 작업의 대부분은 교통 혼잡과 운전자 방해를 

최소화하도록 비혼잡 시간에 진행됩니다. 주도 지역 도로와 교량을 현대화하려는 

Cuomo 주지사님과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지속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Patricia A. Fah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도 지역 I-90 안전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이 노력은 매일 뉴욕주 스루웨이 시스템의 도로를 이용하는 77,000여 

명의 통근자들 및 운전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 흐름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프로젝트를 완료해 주신 NYS 스루웨이 관리청(NYS Thruway Authority)에 

감사드립니다.” 



 

 

  

올버니 시장 Kathy M. Sheeha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이 실시한 I-90 안전 기반 개선은 올버니시 안팎의 관문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주도 지역과 수도권 지역 투자에 힘써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Bill 

Finch 상임이사 대리께 감사드립니다.” 

  

올버니 카운티 행정관 Daniel P. McCo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도 지역 I-90 도로의 

가장 혼잡한 구간 중 하나를 업그레이드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수만 명의 운전자가 사업 및 관광 목적으로 스루웨이 구간의 동쪽 

차선을 이용해 출구 24와 25로 빠져 나와 뉴욕주 수도로 연결되는 기타 도로로 

이동합니다. 이 지속적인 투자는 매우 중요하며 운전자 방해를 최소화하도록 비혼잡 

시간에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한 뉴스입니다.” 

  

길더랜드 타운(Town of Guilderland) 감독관 Peter G. Barb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속도로와 교량의 유지보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운송 도로의 안정성 

업그레이드 작업이 포함된 이 최신 인프라 개선 작업은 이 지역 경제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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