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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5월 5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QUEENS 및및및및 BRONX의의의의 3개개개개 주주주주 하이웨이하이웨이하이웨이하이웨이 재포장재포장재포장재포장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발표발표발표발표 

 

435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투자로투자로투자로투자로 도로도로도로도로 표면을표면을표면을표면을 개선개선개선개선; 2개개개개 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 공사는공사는공사는공사는 현재현재현재현재 진행진행진행진행 중중중중, 세세세세 번째는번째는번째는번째는 
다음다음다음다음 주주주주 시작시작시작시작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Queens 및 Bronx의 3개 주 하이웨이에서 압착, 포장 및 

콘크리트 수리 작업이 진행중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4350만 달러 예산의 이 도로 

개선에는 Throgs Neck 및 Clearview 고속도로의 양방향 전체 길이와 Grand Central 

Parkway의 구간들이 포함됩니다. 

 

“이 도로들은 메트로폴리탄 지역 전체를 위한 교통망의 중요 부분들로서 매일 수 천 명의 

뉴욕주민들이 의존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재포장 및 예방정비 

프로젝트로 우리는 이 도로들이 앞으로 오랫 동안 주행 가능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교통부교통부교통부교통부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Matthew J. Driscoll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뉴욕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뉴욕시와 전주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로 업그레이드는 튼튼한 경제에 필수적인 사람과 상업이 움직이도록 합니다.”  

 

Throgs Neck 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 

 

이 2000만 달러 프로젝트는 Throgs Neck Bridge와 Bruckner Expressway 사이 

고속도로의 양방향 전체 길이에서 필요에 따라 압착, 포장 및 콘크리트 수리를 할 

것입니다. 교통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Bruckner 고속도로에서 시작하여 동행 방향으로 

현재 야간 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6년 가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Grand Central Parkway 엄동엄동엄동엄동 포장포장포장포장 

 

작년에 Cuomo 지사는 겨울 혹한에 손상된 도로들을 수리하기 위한 자금을 

배정하였습니다. 2015년 여름에 시작된 550만 달러 공사는 현재 포장철에 지속될 

것이며, NYSDOT가 Long Island 고속도로와 111th Street 사이 Grand Central 

Parkway의 서행 구간과 Clearview 고속도로와Union Turnpike 사이 Grand Central 

Parkway의 동행 구간에서 압착, 포장 및 콘크리트 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행 구간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동행 구간 공사는 이번 여름에 시행될 것입니다. 두 구간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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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learview Expressway 및및및및 Grand Central Parkway 

 

이 1800만 달러 프로젝트는 다음에서 압착, 포장 및 콘크리트 수리 작업을 할 것입니다: 

Hillside Ave.와 Willets Point Blvd. 사이 양방향에서 Clearview 고속도로의 전체 길이; 

34th St.와 82nd St. 사이 Grand Central Parkway의 양방향; Grand Central Parkway에서 

168th St.로부터 Clearview 고속도로까지 동행 구간. 공사는 2016년 5월 9일에 시작할 

것이며, 2017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Jeffrey Klein 상원상원상원상원 독립독립독립독립 민주회민주회민주회민주회 의장은의장은의장은의장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인프라는 

우리 위대한 주의 등뼈로서 우리 커뮤니티들의 건강에 긴요합니다. 본인은 우리 

하이웨이와 도로에 대한 투자 증대를 위해 수 년 동안 노력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Bruckner 고속도로와 Throgs Neck Bridge를 수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취해져서 기쁩니다. 뉴욕주의 인프라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준 

Cuomo 지사께 감사드립니다.” 

 

하원의장하원의장하원의장하원의장 Carl Heastie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매일 이 하이웨이들은 수 천명의 

뉴욕주민들을 직장으로 그리고 다시 가정의 가족품으로 데려다 줍니다. 우리 도로 

투자는 뉴욕주를 위한 더 큰 경제적 기회뿐만 아니라 근면한 뉴욕주 가족들에게 당연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이웨이를 제공할 기회를 나타냅니다.”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Tony Avella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겨울마다 도로 손상을 뒤에 남기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곳에 뉴욕주의 대응을 신속하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지사의 주 하이웨이 재포장 프로젝트는 이러한 요건 모두를 체크하기 때문에 본인은 

주지사와 주 교통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본인 지역구의 운전자들은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그 결과로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Grand Central 고속도로, Throgs Neck 

고속도로 및 Clearview 고속도로의 수리는 사고를 예방하고 이 주와 우리 커뮤니티들을 

튼튼하게 유지시키는 인프라를 지탱할 것입니다.”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David Wepri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Throgs Neck 고속도로, Clearview 

고속도로 및 Grand Central Parkway의 재포장은 Queens의 가장 붐비는 도로들 중 

일부에서 주행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혼잡을 줄일 것입니다. 이 세 도로 모두 Queens 

교통망뿐만 아니라 본인 지역구 내의 교통을 위해 중요하며, 본인은 우리 하이웨이를 

개선하는 이 프로젝트들을 지원하신 Andrew Cuomo 지사와 뉴욕주 교통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Queens 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Melinda Katz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운전 대중을 

위해 도로 상태를 개선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지난 겨울이 우리 도로에 가한 잔류 

효과를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 인프라를 위해 이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신 Cuomo 지사와 뉴욕주 교통부는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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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x 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Ruben Diaz J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Throgs Neck Bridge와 

Bruckner 고속도로 사이 중요 링크의 재포장으로 우리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어 Bronx 

주민과 뉴욕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Andrew 

Cuomo 지사와 주 교통부의 지속적 지원과 포장 및 콘크리트 수리의 이 중요한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에 감사드립니다.” 

 

시의원시의원시의원시의원 Barry S. Grodenchik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주 하이웨이 수리 및 재포장은 

희소식이며, 저는 동부 Queens를 위한 Cuomo 지사의 헌신에 매우 감사합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매일 이 도로들을 지나다니는 수 천명 뉴욕주민들의 통행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시의원시의원시의원시의원 Paul Vallone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인은 우리 하이웨이에 이 중요한 

투자를 해주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본 예산은 이 도로들을 운행하는 

뉴욕주민들을 위해 인프라와 안전을 개선하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의원시의원시의원시의원 James Vacca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인은 교통 인프라 수리를 

우선순위로 삼으신 Cuomo 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도로들은 지역을 위한 교통 

대동맥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필요한 개선을 하기 위한 필요 예산을 받아 기쁩니다." 

 

실시간 이동 정보를 확인하려면 511로 전화하거나 www.511.ny.org를 방문하십시오. 

뉴욕주 DOT을 트위터의 @NYSDOT_NYC 또는 페이스북의 

facebook.com/NYSDOT에서 팔로우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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