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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여행 및 안전 개선을 위한 제퍼슨 카운티 전역의 포장 프로젝트 완료를 발표  

  

이 프로젝트는 7개 주 고속도로를 따라 64 차선 마일을 재포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퍼슨 카운티 전역의 다중 포장 프로젝트를 마쳐 7개 주 

고속도로의 일부, 총 64차선 마일을 재포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다 현대적이고 탄력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였던 이 사업은 노스 컨트리의 가장 중요한 

연결로 중 일부를 따라 여행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세인트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 

및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지역의 비즈니스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난관에서 회복하는 지금,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인프라에 계속 투자하고 뉴욕주의 경제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재포장 프로젝트는 노스 컨트리의 경제를 강화하고 주민과 방문객들이 이 

지역의 그림 같은 풍경과 흥미진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제퍼슨 카운티의 포장 프로젝트는 총 5백만 달러 규모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12번 주도(State Route 12)의 16 차선 마일, 워터타운 시티 라인(Watertown City Line)에서 

클레이튼 타운의 12번 주도 및 180번 주도의 교차로까지.  

• 12F번 주도(State Route 12F)의 10 차선 마일, 하운스필드의 덱스터 빌리지와 워터타운 시 

사이.  

• 126번 주도(State Route 126)의 12 차선 마일, 워터타운 시와 러틀랜드의 126번 주도와 

163번 카운티로(County Route 163)의 교차로 사이.  

• 26번 주도(State Route 26)의 10 차선 마일, 테레사 타운의 26번 주도와 37번 주도의 교차로 

및 알렉산드리아 타운 내 브라운 코너스(Browns Corners)의 26번 주도와 192번 

카운티로(County Route 192)의 교차로 사이.  

• 289번 주도(State Route 289)의 10 차선 마일, 엘리스버그 타운 내 289번 주도와 193번 

주도의 교차로와 아담스 타운 내 289번 주도 및 178번 주도 교차로 사이.  

• 3번 주도(State Route 3)의 4 차선 마일, 펠츠 밀스(Felts Mills) 햄릿과 러틀랜드 타운 내 3번 

주도 및 윌튼 로드(Wilton Road)의 교차로 사이.  

• 342번 주도(State Route 342)의 2 차선 마일, 342번 주도 및 37번 주도의 교차로와 

파멜리아 타운 내 342번 주도 및 81번 주간고속도로(I-81) 교차로 사이.  

  

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커미셔너 Marie Therese Domin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은 더 튼튼하게 회복하고 사람들을 계속 

이동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보다 지속 가능한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퍼슨 

카운티에서와 같은 비용 효율적인 포장 프로젝트는 안전을 강화하는 현명한 투자이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노스 컨트리 주민과 기업에 혜택을 줍니다."  

  

운전자는 작업 구역에서 속도를 늦추고 책임감있게 운전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작업 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작업 구역 내에서 2회 이상 과속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신 이동 정보가 필요하시면 511에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www.511NY.org를 방문, 혹은 무료 

511NY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트위터에서 뉴욕주 교통부 팔로우: @NYSDOT 및 @NYSDOTWatertown. 페이스북 

facebook.com/NYSDOT도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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