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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OUTH MALL EXPRESSWAY 보수를보수를보수를보수를 위한위한위한위한 2,2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 Albany Connector Route에서에서에서에서 이번이번이번이번 달에달에달에달에 작업이작업이작업이작업이 시작하다시작하다시작하다시작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다운타운 Albany에 있는 South Mall Expressway 

보수를 위한 2,24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이달 하순에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South Mall Expressway는 Interstate 787, Dunn Memorial Bridge, Empire State Plaza 및 

다운타운 Albany 인근지역을 연결합니다. 

 

“South Mall Expressway는 Capital Region의 경제 및 교통 네트워크에 대단히 

중요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보수 작업은 가급적 

운전자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Expressway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제대로 사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매일 약 21,0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South Mall Expressway에서의 작업은 I-787에서 

Empire State Plaza 밑 터널 내부까지 진행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787위의 고속도로와 

도시 거리를 잇는 네 개의 교량의 콘크리트 압력면을 교체하는 작업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연결부위 및 베어링 교체를 포함해 교량의 구조적인 보수도 포함됩니다. 터널로 

이어진 포장도로 수리 공사, 램프 연결 작업, 교량 도색 및 강철 보수 작업도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 공사는 2016년에 예정된 주 내부(서쪽행)와 2017년에 에정된 주 외부(동쪽행) 

공사와 함께 단계 별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 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2018년에 진행될 공사는 도색과 교량 

베어링 및 강철 보수와 같이 주로 교량 밑 보수 작업이 이뤄질 것이며, 고속도로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outh Mall Expressway 사진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운전자 우선(Driver’s First) 프로젝트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고속도로 

교통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차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작업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 여름에 진행하기로 일정이 짜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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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교통부교통부교통부교통부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Matthew J. Driscoll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인프라가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South Mall Expressway에 

대한 이번 투자는 뉴욕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도로와 교량을 제공한다는 

공약의 일환입니다. 이 공사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수천 명의 운전자들, 즉, 출퇴근자, 

주민, 정부와 거래를 하는 업체 및 Capitol, Empire State Plaza 및 Albany의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South Mall Expressway를 운전하기에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총무국총무국총무국총무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RoAnn Destito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outh Mall Expressway는 뉴욕주 수도의 인프라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도로의 보수 활동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투자는 이 도로, 램프 및 

교량을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이 프로젝트의 일정이 러시아워 교통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Neil Breslin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교통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는 일은 경제 

번영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중요한 연결 루트의 보수 공사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해줄 것입니다." 

 

Patricia A. Fahy 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outh Mall Expressway는 지난 

50여년 동안 이곳 Downtown Albany에서 중요한 교통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연결 도로 보수 작업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투자는 칭찬 받을만한 일입니다.” 

 

John T. McDonald III 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주정부로 연결되는 교통 

체증이 심한 이 도로에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이는 우리가 날마다 의존하는 

잘 짜여진 인프라에 투자하는 또 다른 모범 사례입니다.”  

 

Albany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장인장인장인장인 Daniel P. McCo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DOT가 

우리 인프라에 투자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것에 기쁩니다. 특히 South Mall 

Expressway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이 도로는 수도 콤플렉스와 Albany로 연결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4월 1일까지 계속될 공사는 오전 러시아워가 지나면 한 개 차선을 폐쇄해 

이뤄지고, 대부분의 공사는 고속도로 밑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4월부터 6월 말까지 이 공사는 Dunn Memorial Bridge에서 787에서 이어지는 램프에 

이르는 인바운드 차선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7월 5일과 노동절 사이에는 인바운드 787 

램프와 Grand Street(Times Union Center 소재) 위의 고속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공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 단계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의회 회기 기간에는 

교통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인바운드 고속도로에서 플라자로 

이어지는 터널까지의 기타 모든 작업은 비 혼잡 시간과 주말에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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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여름, South Pearl Street로 이어진 서쪽 방향 램프는 우회로 설정과 함께 최대 

21일 동안 폐쇄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폐쇄 전에 공지될 것입니다.  

 

2017년에는, 한 개 차선이 번갈아가며 폐쇄하는 식으로 아웃바운드 차선에서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2017년 여름 공사에서는 운전자들을 위한 우회로와 함께 South Pearl 

Street의 동쪽행 램프를 30일간 폐쇄해야 합니다. 

 

이 공사기간 내내 고속도로 바로 밑에 있는 주차면은 주기적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dot.ny.gov/display/projects/southmallexpressway 을 참조하십시오. 

최신 교통 정보는 511로 전화하거나 www.511NY.org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리의 모바일 

사이트인 m.511ny.org를 방문하여 511NY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을 팔로우하십시오: @NYSDOT. 페이스북에서 

facebook.com/NYSDOT을 찾아보십시오. 뉴욕주 DOT Region 1(Capital Region 

대상)에서 트윗을 하려면 @NYSDOTAlbany를 팔로우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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