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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최악의최악의최악의 겨울로겨울로겨울로겨울로 인해인해인해인해 황폐해진황폐해진황폐해진황폐해진 롱롱롱롱 아일랜드의아일랜드의아일랜드의아일랜드의 300마일마일마일마일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도로가도로가도로가도로가 수리될수리될수리될수리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최악의 겨울로 인해 황폐해진 롱 아일랜드의 300 마일의 도로 

차선을 재포장하는 프로젝트에 1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올해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NYSDOT)의 프로젝트는 롱 아일랜드의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운전을 제공하기 위해 

이 건설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의 혹독한 겨울 이후, 국가와 우리의 연방 파트너는 롱 아일랜드의 폭풍으로 황폐화된 도로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고속도로 개선 프로젝트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는 거친 도로를 부드럽게 하고 롱 

아일랜드와 주변 지역 사회의 안전과 이동성을 향상시킵니다.” 

 

위치에 따라, NYSDOT의 재포장 프로젝트는 모든 차선과 갓길에서 포장길의 마모된 표면을 

제거하고 기초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를 보수하고 배수 개선 및 차선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설치를 포함합니다. 교통 신호 차량 검출기는 대체되고 새로운 포장 표시가 제공 될 것입니다. 

 

NYSDOT 위원 Joan McDonald는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가장 심하게 손상된 도로를 

확인하고, 재포장하는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건설 전반에 걸쳐, 우리는 교통 중단을 최소화 하도록 보장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개선은 Cuomo 주지사의 운전자들에게 최소의 영향을 끼치는 건설에 대한 운전자를 위한 

첫 번째 사업 목표를 충족합니다. 작업의 대부분은 사용량이 적은 시간 및 야간 시간 동안 

단계적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자,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및 비상 서비스 담당자들은 곧 

도로 차선 폐쇄에 대해 사전에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상원 의원 Charles E. Schumer는 “겨울의 혹독한 날씨가 롱 아일랜드의 도로에 대혼란을 주었고, 

지역의 도로에서 중요한 이 가속 투자는 우리의 구멍난 도로를 개선하고 롱 아일랜드의 

운전자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현명한 투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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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원 Steve Israel은 “우리 지역의 도로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경제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뉴욕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나는 가능한 

한 롱 아일랜드의 통근에 적은 영향을 주면서 날씨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도로를 복구하려는 

주지사의 노력을 칭찬합니다.”  

 

하원 의원 Tim Bishop은 “우리는 우리의 도로를 포함하여 우리의 인프라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롱 아일랜드 사람들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이 길을 위해 

투자를 만들어낸 Cuomo 주지사와 뉴욕 주에 박수를 보냅니다.” 

 

의원 Carolyn McCarthy는 “매년 Nassau 카운티와 롱 아일랜드의 여행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나면, 우리의 도로는 수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자금은 롱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 노선을 제공하고 

우리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회 다수당 연합 공동 리더 Dean G. Skelos는 “저는 주지사가 Nassau 고속도로에 필요한 긴급한 

작업을 포함하여 롱 아일랜드에 1억 달러를 가속화 할 자원을 만들어낸 것에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획된 개선은 저와 저희 당에서 최우선의 과제였고 저는 

주지사와 함께 이 프로젝트의 현실화 작업을 위해 함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우 혹독한 겨울을 

보낸 후에, 뉴욕은 원활한 이동과 통근자들과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로를 복구하고 

재건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Carl L. Marcellino는 “힘든 겨울이 롱 아일랜드에 걸쳐 우리 모두의 도로에 대혼란을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여행하든, 차량은 깊은 구멍을 피해야 합니다. 

타이어, 충격 및 정렬이 Glen Cove에서 Montauk까지 안장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이 찢어진 도로를 

복구하는 과정을 시작하고 매일 이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상원 의원 Kenneth LaValle은 “롱 아일랜드의 도로는 혹독한 겨울 폭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손상 도로에 운전자 안전은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수리가 필요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폐쇄를 해야 하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는 주지사는 Flanders 도로 프로젝트를 이번 시즌에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원 의원 Jack M. Martins은 “이것은 우리의 인프라에 현명하고 심각하게 필요한 투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의 혹독한 겨울 후에, 우리의 도로의 많은 부분이 달 표면처럼 움푹 파인 곳이 

많습니다. 이 주의 투자는 매일 이 도로를 수 만 명의 운전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저는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수리를 우선 순위로 만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합니다.” 

 

상원 의원 Kemp Hannon는 “저는 주지사가 우리의 최악의 도로에 대해 건설 시즌에서 재포장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입한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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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은 항상 우리의 도로의 훼손에 원인이 되었지만 지난 겨울은 특히나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 가속화 자금이 적시에 필요한 수리를 제공 할 것입니다.” 

 

상원 의원 John Flanagan은 “지난 겨울 우리의 도로에 큰 피해를 가져왔고 롱 아일랜드의 모든 

주민들과 차량에 주행의 도전을 제시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폐쇄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는 것은 NYSDOT이 여름의 성수기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주민과 지역 방문객을 위해서 롱 아일랜드를 통하는 여행이 안전하고 즐겁게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원 Thomas McKevitt는 “지난 겨울은 최근 기억에 우리 도로에 가장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교통부가 주민들에 의해 예상되는 상태로 도로를 복원하기 위해 포장 일정을 

가속화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Fred Thiele는 “저는 Flanders의 주도 24의 포장을 가속화하는 Cuomo 주지사와 교통부를 

칭찬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상원 의원 LaValle과 저는 이 필요한 자본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의 도로에서 사망 사고를 비추어 봤을 때, 이 

프로젝트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중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올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의원 Montesano는 “저는 Cuomo 주지사가 도로 수리를 가속화하고 올해 특히 혹독한 겨울 후 

그들에게 사전 폭풍 조건을 반환할 자금을 사용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원 Andrew Raia는 “특히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보내고 난 후 25A 부분은 재포장시 절실한 상황에 

있었고 주지사와 뉴욕 교통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한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공사 시즌에 재포장 기간을 가지게 된 사실에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Charles Lavine는 “심각하게 필요했던 도로 프로젝트의 자금을 롱 아일랜드가 받을 

것이라는 주지사의 발표를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지방 

도로의 마모들은 극단적인 Superstorm 샌디로부터 시작하여 기억할 수 있는 최악의 겨울 중 하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도로가 이 지역과 경제 안정에 얼마나 매우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는 

주지사에게 감사합니다. “  

 

의원 Harvey Weisenberg는 “도로의 스트레칭은 몇 년 동안 안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 

도로를 주행하는 저의 주민들을 대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제공하는 주지사와 

교통부에 감사를 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원 Chad Lupinacci는 “우리의 인프라, 특히 국도 25A를 유지하는 것은 지역 가족들을 위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 예를 들어 출근을 하는 

것이든 등교길이든 어떤 다양한 일을 하든지 좋은 지역 도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루트 

25A의 수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발표하는 주지사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이 수리의 완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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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원 Michael J. Fitzpatrick은 “저는 이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게 한 주지사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도로는 매우 힘든 겨울을 보내고 수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Nassau 카운티 이그제큐티브 Ed Mangano는 “이 겨울이 전 지역에 걸쳐 도로에 대혼란을 

초래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했던 깊은 구멍 수리에 Cuomo 주지사의 투자를 하였고 도로 

안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주민들이 NasssauNow 어플을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다운 받거나 (516) 571-6900에 전화하여 움푹 파인 곳을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Suffolk 카운티 이그제큐티브 Steve Bellone는 “우리는 Suffok 카운티와 뉴욕 주 주변에 많이 필요한 

건설 작업을 만드는 동안 모든 강력하고 우리의 도로 안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자금을 통해 가장 많이 손상된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도로의 품질과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오래 지속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도로에서 가을부터 건설이 시작됩니다: 

•  Nassau 카운티 North Hempstead와 Oyster Bay 타운의 롱 아일랜드 고속도로 (LIE/I-495) 

37과 46번 출구 사이의 동향 서향 주류; 

•  Nassau 카운티 Hempstead 타운의 Wantagh State Parkway (WSP)와 LIE 사이의 Northern 

State Parkway (NSP); 

•  Nassau 카운티 Hempstead 타운의 Glenn Curtis Boulevard와 NSP 사이의 Meadowbrook 

State Parkway (MSP); 

•  Nassau와 Suffolk 카운티의 Hempstead와 Oyster Bay 타운의 MSP와 NY Route 110 사이의 NY 

Route 24/Hempstead Turnpike; 

•  Suffolk 카운티 Huntington 타운의 Nassau/Suffolk 경계와 Bread and Cheese Hollow길 

사이의 NY Route 25A; 

•  Suffolk 카운티 Southampton 타운의 County Roads 104/63와 Bellows Pond도로 사이의 NY 

Route 24/Flanders 도로; 

•  Suffolk 카운티 Smithtown 타운의 NY Route 111과 Edgewood Avenue 사이의 NY Route 25A; 

•  Suffolk 카운티 Smithtown 타운의 Kings Park 도로와 NY Route 111 사이의 NY Route 25; 

•  Suffolk 카운티 Smithtown 타운의 LIE와 Kings 고속도로 사이의 Simeon Woods 도로; 

•  Nassau 카운티 Oyster Bay 타운의 NY Routes 106/107과 Robbins Lane 사이의 NY Route 

25/Jericho Turnpike;  

•  Nassau 카운티 Oyster Bay 타운의 Brush Hollow 도로와 Jericho Quadrangle East 사이의 NY 

Route 25/Jericho Turnpike; 

•  Nassau 카운티 Hempstead 타운의 Burnside Avenue와 Rockaway Turnpike 사이의 NY Route 

878/Nassau Express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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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교통 정보와 주행 정보에 관련해서는 운전자들은 511로 전화하시거나www.511NY.org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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