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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UTICA 남북 간선도로 프로젝트가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발표  

 

간선도로 모든 4개 차선의 재개통 시간은 내일 아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Oneida 카운티의 Utica 시에 있는 6,650만 달러 규모의 

Utica 남북 간선도로(Utica North-South Arterial) 재건축 프로젝트가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간선도로의 4개 차선은 진입로와 연결된 Oriskany 

가(5A 도로)에서 남쪽으로 가는 5, 8 및 12번 도로와 함께 내일 아침에 재개통 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Utica는 주민과 여행자들을 도심의 날로 성장하는 

기업들과 연결하고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통근길을 제공하는 이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완공에 한발 다가섰습니다. 이것은 뉴욕이 전 전역의 고속도로와 교량의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도로의 실용성과 신뢰성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Utica 남북 간선도로의 재건축을 위하여 공사 기간에 북향 차선 한 개와 남향 차선 한 

개가 닫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공사가 끝남으로 하여 고속도로 진입로와 연결된 

Oriskany 가와 네 개의 간선도로가 여행자와 통근자들에게 재개통하여 Utica 시로 

드나드는 교통 혼잡을 줄여줄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 커미셔너 Matthew J. Drisco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 간선도로의 

모든 차선에 대한 재개통은 Utica의 안전하고 더 현대화적인 고속도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도시로 향한 접근성과 이동성을 강화한 교통망이 Cuomo 

주지사의 뉴욕주 번영을 위한 비즈니스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Court 가의 양방향으로 각각 한 개 차선이 내년 봄 Court 거리 교차로 공사를 마칠 때까지 

닫혀 있을 예정입니다. 

 

이밖에 여행자의 안전 개선을 위한 단방향 입체 교각(Single Point Urban Interchange)이 

운전자의 간선도로 출입을 위한 신호등 설치와 함께 건설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에 시공하여 2017년 여름에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국부 거리를 가로지르는 교통량 분담용 다리 건설, Court 거리 교차로 및 

Columbia, Lafayette 및 Oriskany 가로 연결하는 간선도로 다리 교체가 포함됩니다. 

간선도로를 가로 지나는 육교가 2014년에 완공되어 개통되었습니다. 

 

Joseph Griff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인프라 개선이야말로 우리 

주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Utica 간선도로 재건축 프로젝트는 

운전자의 안전한 통근과 퇴근길을 보장하고 매일 열심히 일하는 Oneida 카운티 

주민들의 골치거리였던 교통 혼잡을 없애줄 것입니다. 주지사님이 이런 중요한 투자를 

통하여 이 지역의 미래에 강력한 기초를 닦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nthony Brindis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간선도로 프로젝트는 주요 교통 

간선에 대한 현대화 건설의 모델로 되었습니다. 교통부는 이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지역사회를 개입하였습니다. 커뮤니티의 모든 회원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거의 완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자들이 간선도로와 주변 지역과의 

원활한 연결, 넓어진 시야 및 이용자들의 안전성 향상에 감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건축된 고속도로는 모호크 밸리의 경제에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Oneida 카운티 집행관 Anthony J. Picent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향 간선도로는 

Utica를 지나는 주요 교통 요로이며 저희는 곧 개통될 모든 차선에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호크 밸리의 도로 및 교량에 대한 Cuomo 주지사님과 교통부의 신속한 

작업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Utica 시장 Robert Palmier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 간선도로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하여 Cuomo 주지사는 Utica 시의 공공시설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Utica 전체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Utica에서의 여행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도록 노력하고 투자해주신 주지사님과 교통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Court 가와 간선도로의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므로 운전자들은 작업 구역을 지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5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www.511NY.org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남북 간선도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Facebook.com/Utica.north.south.arterial 및 트위터: @NYSDOTUtica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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