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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를 인터스테이트 99로
로 지정 발표
주지사 STEUBEN 카운티의 루트 15를

연방 인터스테이트 기준으로 건설된 2억 3500만 달러 프로젝트의 고속도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루트 15를 Steuben 카운티의 Corning과 펜실베이니아주 경계 사이의
인터스테이트 99로 지정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새 고속도로는 이 하이웨이와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2억 3500만 달러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지난 가을에 개통되었습니다. 이 하이웨이는
인터스테이트 99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연방 인터스테이트 기준에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루트 15가 새 인터스테이트 99로 지정된 것은 Southern Tier와 Upstate New York 전체 커뮤니티와
기업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시와 이웃 목적지들 사이의
고속 교통을 위한 길을 확립함으로써 우리는 북동부 전역의 수송과 여행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이 프로젝트는 관광과 상업으로부터 상당한 투자와 경제 활동을 유치할 것인데, 본인은
그 추진을 도와 자랑스럽습니다.”
이 지정은 Corning의 I-86과 펜실베이니아주 Williamsport의 I-180 사이에 있는 80 마일에 이르는
4차선 고속도로의 마지막 연결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새로 지정된 뉴욕주 인터스테이트 99 구간과
인접한 펜실베이니아주 4차선 고속도로로 인해 두 주 사이의 중단 없는 고속 회랑이 형성되어
캐나다와 남동 및 미드어틀랜틱 주들의 북점들 사이의 수송이 더 용이해집니다.
뉴욕주 교통부(NYSDOT) 부장 Joan McDonal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규모의 프로젝트는
현지 커뮤니티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방문객 및 업소들을 섬기는 안전하고
현대적인 하이웨이를 제공합니다. 연방정부가 인터스테이트 99로 지정한 것은 이 새 도로가
미국의 가장 높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앞으로 오랫동안 뉴욕주 관문을 제공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3110만 달러의 최종 단계에는 Lindley 타운 내에 있는 루트 15를 따라 6개의 교량을 건설하는
작업도 포함되었습니다. 6개 교량은 세 개의 지방도로와 세 개의 개울에 걸쳐 이어져 있어 이
프로젝트의 제1단계에서 건설된 새 고속도로 구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2013년 10월에
개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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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사는 Watson Creek Road와 Presho라는 작은 마을 사이에 만들어진 5마일에 걸친 4차선 새
고속도로 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 Lindley 타운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12년 8월
말에 완공되었습니다.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공동의장 겸 Corning Enterprises G.의 사장인 Thomas Tranter, J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US 15를 인터스테이트 99로 지정한 것은 Southern Tier 관문 건설의 최종
단계로서 이 지역에 경제 발전과 관광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 프로젝트를
완료한 Cuomo 지사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냅니다.”
연방 하원의원 Tom Ree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인터스테이트 프로젝트는 Southern Tier를
위해 오랫 동안 기다려온 필수 생명선으로서 우리를 이웃 펜실베이니아주와 연결하여 Southern
Tier에 더 좋고 안전한 통행 루트를 제공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지역 하이웨이 커미셔너들과 함께
한 최초의 라운드테이블로부터 이 인프라 프로젝트는 최우선 순위로 선정되었으며 본인은 이
프로젝트 완료를 이끈 모든 적업이 자랑스럽습니다. 미국 하이웨이 시스템을 따른 가장 중요한
루트 중 하나를 뉴욕주에 제공하는 이 일자리 창출 도로 프로젝트를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주 상원의원 Tom O’Mar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긴요한 지정은 Southern Tier와 뉴욕주 및
펜실베이니아주를 위해 오래 기다려온 성취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렇게 많은 커뮤니티 리더들과
주민들의 다년간의 노고, 헌신 및 인내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I-99는 미래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신나는 생명선이자 I-86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남북 회랑입니다.”
주 하원의원 Phil Palmesa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99의 완공 및 지정은 Southern Tier와
Finger Lakes 지역에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운전자 안전을 증진할 것입니다. 이 도로는 우리
지역을 미국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 시스템을 따라 어디서든 가장 중요한 남북 회랑들 중 한 곳의
중심에 놓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건설 시공사는 Eric 카운티의 Akron 소재 Cold Spring Construction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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