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에 걸쳐 있는 약 99.9 마일에 달하는 도로를 포장하기 위한 

6,790만 달러가 넘는 지원금에 대해 발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게 될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해 여름과 가을에 롱아일랜드에 걸쳐 있는 주 도로 

99.9 마일의 차선을 포장하고 수리하는 프로젝트 지원금 6,790만 달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인프라 투자 대상에는 나소 카운티와 서퍽카운티의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올해 가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는 모든 경제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금은 전 지역의 도로가 양호한 수리 상태를 유지하고 뉴욕 주민, 

기업, 방문객들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행정부는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인 뉴욕의 교통망 재건에 유례가 없는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 기금은 예산이 배정된 자본 건설 기금과 1억 달러 규모의 신규 기금을 포함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약 1,700 마일에 달하는 도로 포장 개보수 공사를 위한 총 40,330만 

달러 기금의 일부입니다.  

 

도로 포장의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통해 뉴욕의 고속도로는 양호한 수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든 수리 공사에 대한 요구는 연기합니다. 

우리 주 교통 인프라의 수리와 현대화는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뉴욕주 및 지방 

지역사회들이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Matthew J. Drisco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가 포장하는 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주간 고속도로에서 농촌 도로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도로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사이 그리고 다운타운을 비즈니스 지구에 연결하고 우리의 농업과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내의 중요한 연결 고리입니다. 저는 우리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투자를 단행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포장 및 수리 공사는 다음 도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소 카운티의 헴스테드 타운, 오이스터 베이 타운, 노스 헴스테드 타운 소재 

오션 파크웨이(Ocean Parkway)와 노던 스테이트 파크웨이(Northern State 

Parkway) 사이 원토 스테이트 파크웨이(Wantagh State Parkway)의 17.8 마일 – 

전체 길이 – (1,870만 달러)  

 

•나소 카운티의 헴스테드 타운 소재 뉴욕시 경계선(New York City line)에서 나소 

블러바드(Nassau Boulevard)에 이르는 24번 도로(Route 24)의 3.5 마일 (550만 

달러) 

 

•나소 카운티의 오이스터 베이 타운 소재 사우스 오이스터 베이 로드(South 

Oyster Bay Road)에서 나소/서퍽 카운티 경계선(Nassau/Suffolk county line)에 

이르는 25번 도로(Route 25)의 2.7 마일 (330만 달러) 

 

•나소 카운티의 헴스테드 타운 및 오이스터 베이 타운 소재 24번 도로(Route 

24)에서 25번 도로(Route 25)에 이르는 107번 도로(Route 107)의 28.5 마일 

(870만 달러) 

 

•나소 카운티의 오이스터 베이 타운 소재 로빈스 레인(Robbins Lane)에서 사우스 

오이스터 베이 로드(South Oyster Bay Road)에 이르는 25번 도로(Route 25)의 

7.8 마일 (380만 달러) 

 

•나소 카운티의 오이스터 베이 타운 소재 올드 컨트리 로드(Old Country Road)와 

107번 도로(Route 107) 사이 106번 도로(Route 106)의 4.6 마일 (110만 달러) 

 

•서퍽 카운티의 바빌론 타운 및 헌팅턴 타운 소재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Southern State Parkway)와 495번 주간고속도로(Interstate 495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Long Island Expressway))) 사이 231번 도로(Route 

231)의 4.4 마일 (640만 달러) 

 

•서퍽 카운티의 헌팅턴 타운 및 스미스타운 타운 소재 35번 카운티 도로(County 

Route 35)와 킹스 파크 로드(Kings Park Road) 사이 25번 도로(Route 25)의 5.3 

마일 (700만 달러) 

 

•서퍽 카운티의 브룩헤이븐 타운 및 리버헤드 타운 소재 25A번 도로 

바이패스(Route 25A Bypass)와 웨이딩 리버 매너 로드(Wading River Manor 

Road) 사이 25A번 도로(Route 25A)의 3.4 마일 (580만 달러) 

 

•서퍽 카운티의 이슬립 타운 소재 로버트 모세스 코즈웨이(Robert Moses 

Causeway)와 13번 카운티 도로(County Route 13) 사이 27A번 도로(Route 

27A)의 5.6 마일 (320만 달러) 



 

•서퍽 카운티의 이슬립 타운 및 브룩헤이븐 타운 소재 오션 애비뉴(Ocean 

Avenue)에서 112번 도로(Route 112)에 이르는 495번 주간고속도로(Interstate 

495) 동쪽방향의 5.1 마일 (130만 달러) 

 

•서퍽 카운티의 사우샘프턴 타운 소재 크놀 로드(Knoll Road)에서 터커호 

레인(Tuckahoe Lane)에 이르는 몬턱 하이웨이(Montauk Highway)의 11.2 마일 

(310만 달러) 

Cuomo 주지사의 운전자 우선 정책(Drivers First Initiative)에 따라, 이 프로젝트들은 차량 

흐름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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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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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모바일 사이트 m.511ny.org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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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도 방문해 주세요: facebook.com/NYSD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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