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5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878 번 주립 도로(STATE ROUTE 878/나소 

익스프레스웨이(NASSAU EXPRESSWAY)) 구간 개선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 

 

고도가 높아져야 하는 도로 및 홍수를 막기 위해 설치된 새로운 배수 시설 

 

악천후에 탄력적인 해안 대피 도로 

 

일정보다 6년 앞서 2019년 12월에 완공되는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나소 카운티의 헴스테드 타운에 있는 로커웨이 

턴파이크(Rockaway Turnpike)와 번사이드 애비뉴(Burnside Avenue) 사이의 878 번 

주립 도로(State Route 878) (나소 익스프레스웨이(Nassau Expressway)) 구간을 

재건설하기 위한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설계 및 공사 일괄 프로젝트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가 

휘몰아치는 동안 사용된 비상 대피 도로였던 나소 익스프레스웨이(Nassau 

Expressway)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홍수시 침수되는 100년된 범람원보다 약 2.5 피트 

아래의 도로의 고도를 높이고 노화된 배수 시스템과 그 밑의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 및 안전 개선 공사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9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소 익스프레스웨이(Nassau Expressway)는 

파이브 타운스(Five Towns), 롱 비치 배리어 아일랜드(Long Beach barrier island), JFK 

공항(JFK Airport) 그리고 이 지역의 거의 모든 주요 도로들과 주민 및 방문객들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간선 도로입니다. 이 투자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폭풍을 견뎌내고, 

나소 카운티 안팎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 지역 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롱아일랜드의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래 1970년대에 건설된 이 분주한 도로 구간은 현재 매일 56,000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JFK 공항(JFK Airport), 파이브 타운스 쇼핑몰(Five Towns Shopping 

Mall), 기타 상점들과 직접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로커웨이 턴파이크(Rockaway 



 

 

Turnpike)와 번사이드 애비뉴(Burnside Avenue) 사이의 도로 구간은 현재 홍수 피해를 

입기 쉽고, 이 지역의 대피 네트워크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악천후 시에는 폐쇄되는 

구간입니다. 또한 열악한 운영 상태로 인해 이 지역은 상습적인 정체 구간입니다. 이 

프로젝트 지역의 토양 상태 또한 좋지 않으며 도로 포장이 부실화 되는 데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된 개선 프로젝트에는 범람원 위 3-4 피트 위로 도로의 

고도를 높여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를 방지하고, 보다 복원력을 갖춘 대피 도로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배수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가 포함됩니다. 이 새로운 도로는 나무 

말뚝과 특수 경량 충전재를 통해 하중을 전달하면서 건설될 것입니다. 약 4,500 개의 

나무 말뚝이 55 피트 깊이까지 설치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타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용 사용 도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도로를 따라 나있는 각 교차로에서는 새로운 교통 신호 및 교통 운영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선회 및 보조 차선을 추가하는 업그레이드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또한 지역적으로 인우드 마운드(Inwood Mound)라고도 알려진, 나소 

익스프레스웨이(Nassau Expressway)와 베이 블러바드(Bay Boulevard) 교차로의 

남서쪽에 위치한 대형 건설 잔해 더미인 데브리스 마운드(Debris Mound)를 제거하는 

공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데브리스 마운드(Debris Mound)는 약 25만 평방 피트 

규모의 퇴적물입니다. 여기에는 콘크리트, 벽돌, 아스팔트 포장, 암석, 토양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곳은 나소 익스프레스웨이(Nassau Expressway) 선형교통로 보다 

30-50 피트 고도가 높은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의 공공 

통행로 내에 있습니다. 데브리스 마운드(Debris Mound)를 제거하는 공사는 배수 시설의 

개선 공사, 빗물 처리 공사, 습지를 줄이는 공사 등이 해당 부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이후 Cuomo 주지사가 임명한 

뉴욕주 2100 위원회(NYS2100 Commission)의 권고안을 교통부(DOT)가 이행하는 

지속적인 활동의 일환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뉴욕주의 인프라를 더욱 복원력있게 만들고 

강화시키는 권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원활한 조정과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한 곳의 

계약업체가 전체 프로젝트의 설계 및 공사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설계 및 공사 일괄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설계 및 시공 일괄(Design-build) 방식은 또한 하도급 회사가 

프로젝트 지연 및 비용 초과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주정부에 정확한 비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소 익스프레스웨이(Nassau Expressway)의 고도를 높이는 일과 현대식 

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일은 중요한 지역사회 연계 도로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대피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악천후 및 홍수에 대비하여 복원력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투자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폭풍 기간 동안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홍수의 위험을 줄이게 됩니다.” 

 

Todd Kamin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스 

쇼어(South Shore)의 필수적인 구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우스 

쇼어(South Shore)는 너무나 오랜 기간 교통 문제와 홍수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필수적인 대피 도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공사와 롱아일랜드 주민 수천 명이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교통 정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공무원들이 약 50년 동안 말만 하고 결코 성취하지 못했던 878 번 도로 정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elissa Mill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일정보다 훨씬 앞서 완공될 예정인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생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거의 매일 이 도로를 이동한 사람으로서, 저는 홍수, 교통 혼잡, 도로 폐쇄 

등을 수차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도로의 보수 공사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소 카운티의 Laura Curra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로는 비상 

사태시 대피하는 도로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나소 

카운티의 주요 교통 간선 도로를 마침내 보수하고 복구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제공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헴스테드 타운의 Laura Gillen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타운의 

필수적인 인프라와 대피 도로를 보호 해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과 주지사 

사무실에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도로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의심의 

여지없이 수천 명의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운전자 우선 계획(Drivers First Initiative)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중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동 차선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는 교통 정체 시간대를 피해 한가한 낮과 밤 시간대로 공사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운전자들이 공사 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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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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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젝트에 관한 추가 정보는 www.dot.ny.gov/ny878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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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사이트 m.511ny.org 를 방문하십시오. 뉴욕주 교통부 트위터: @NYSDOTLI.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을 방문하십시오: facebook.com/NYSDOT. 

 

http://www.dot.ny.gov/ny878
http://www.511ny.org/
https://protect2.fireeye.com/url?k=c6d66983b6eaddac.c6d490b6-d85ee550cc5cff38&u=http://m.511ny.org
https://twitter.com/NYSDOTLI
https://www.facebook.com/nys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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