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3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올해 발생한 혹독한 겨울 날씨로 인해 손상된 뉴욕주 전 지역의 도로 

재포장 공사를 위한 1억 2,8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에 대해 발표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진행되는 겨울 혹한기 포장 프로젝트 91 건 지원  

  

페이브 뉴욕(PAVE NY)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이미 공약한 지역 도로 포장 프로젝트용 

기금 1억 달러를 보완하는 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해 발생한 혹독한 겨울 날씨로 인해 손상된 뉴욕주 

도로를 재건하기 위한 1억 2,8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주정부 기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모든 카운티와 뉴욕시에서 진행되는 최소 한 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도로 포장 프로젝트 91 건 및 뉴욕주 전 지역의 도로 약 1,000 

마일의 차선 포장 공사를 지원합니다. 페이브 뉴욕(PAVE NY)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이 새로운 기금은 뉴욕주 전 지역의 도로 약 3,700 마일의 차선을 재건하는 지역 

프로젝트들을 위해 올해 초에 이미 공약한 약 1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보완합니다. 

전례없는 인프라 투자로 지역 고속도로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현지 상업 

및 관광 산업을 장려합니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들은 올해 봄에 시공하여 올해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영하는 교통망은 뉴욕의 지역 경제 성장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뉴욕은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을 선도하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만, 혹독한 겨울 날씨는 이제 새롭게 정상적인 날씨가 

되었으며 매년 수천 마일의 도로 차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뉴욕 전 

지역의 도로 수십 개의 재건을 돕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면서 도로 주행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겨울 뉴욕주 전 지역에서 다수의 

눈보라가 휘몰아 친 후, 우리는 혹독한 날씨가 우리 도로에 미친 영향과 추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금으로 지역 

사회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날씨의 영향을 받은 도로를 

재포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인프라 보수 및 업그레이드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지자체에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정부 예산(State Budget)은 도로 및 교량을 보수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기록적인 

수준의 보조금 7억 4,300만 달러를 지방 정부에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인프라 기금은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의 5 개년 자본 

계획을 통해 지원됩니다.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뉴욕주 도로를 

재건하기 위해 최근에 투입한 이 주정부 기금 1억 2,800만 달러를 비롯하여 뉴욕주는 

모든 뉴욕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교통위원회(Senate Committee on Transportation)의 위원장인 Tim 

Kenned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겨울은 특히 힘든 겨울이었습니다. 

뉴욕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40도 이상의 온도 변화가 24 시간 발생하여 우리 주의 

고속도로 시스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이 기금 덕분에, 우리 주의 

교통부(DOT)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생긴 도로에 패인 구멍과 기타 도로 손상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도로를 개선하고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뉴욕주 하원 교통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Transportation)의 위원장인 

William B. Magnarell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겨울의 혹독한 날씨로 

인해 수많은 지역사회의 도로가 손상을 입은 채 남아있습니다. 뉴욕주의 혹한기 겨울 

도로 포장(Harsh Winter Paving)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들이 여행, 현지 관광산업, 경제 

발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도로 재포장 공사용 기금 1억 

2,800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우리 주의 우선 

과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 재포장 프로젝트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역  

  

컬럼비아, 그린, 올버니, 렌셀러, 스키넥터디, 사라토가, 워싱턴, 워런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71 마일 차선을 재포장하는 프로젝트에 약 1,230만 달러 지원:  

  

• 올버니 카운티, 20 번 도로(Route 20)부터 앨러게니 카운티 경계선(Albany 

County Line)까지 146 번 도로(Route 146) 재포장 공사에 140만 달러 

지원.  

• 그린 카운티, 23 번 도로(Route 23)부터 13 번 도로(Route 13)까지 23A 번 

도로(Route 23A) 재포장 공사에 160만 달러 지원.  

• 렌셀러 카운티, 캐슬턴-온-허드슨 밸리 경계선(Castleton-on-Hudson 

Village Line)부터 올드 포스트 로드 노스(Old Post Road North)까지 150 번 

도로(Route 150) 재포장 공사에 110만 달러 지원.  



 

 

• 사라토가 카운티, 풀턴/사라토가 카운티 경계선(Fulton/Saratoga County 

Line)부터 벤젤 로드(Benzal Road)까지 29 번 도로(Route 29) 재포장 

공사에 230만 달러 지원.  

• 스키넥터디 카운티, 리지 로드(Ridge Road)부터 스키넥터디 카운티 

경계선(Schenectady County Line)까지 147 번 도로(Route 147) 재포장 

공사에 240만 달러 지원.  

• 워런 카운티, 8 번 도로(Route 8)부터 해밍턴 로드(Harrington Road)까지 

28 번 도로(Route 28) 재포장 공사에 66만 달러 지원.  

• 워싱턴 카운티, 22A 번 도로(Route 22A)부터 40 번 도로(Route 40)까지 22 

번 도로(Route 22) 재포장 공사에 200만 달러 지원.  

• 컬럼비아 카운티, 8 번 카운티 도로(County Route 8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부터 23 번 도로(Route 23)까지 9G 도로(Route 9G) 재포장 공사에 

85만 달러 지원.  

  

모호크 밸리  

  

오네이다, 허키머, 풀턴, 몽고메리, 쇼하리, 옷세고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65 

마일 차선을 재포장하는 프로젝트에 약 730만 달러 지원:  

  

• 풀턴 카운티, 풀턴 카운티 경계선(Fulton County line)부터 29 번 

도로(Route 29)까지 10 번 도로(Route 10) 재포장 공사에 170만 달러 지원.  

• 허키머 카운티, 옷세고 카운티 경계선(Otsego County line)부터 멈퍼드 

로드(Mumford Road)까지 167 번 도로(Route 167) 재포장 공사에 110만 

달러 지원.  

• 몽고메리 카운티, 캐너조해리 이스트 빌리지 경계선(Canajoharie East 

Village Line)부터 MOSA 환승역(MOSA transfer station)까지 5S 번 

도로(Route 5S) 재포장 공사에 80만 달러 지원.  

• 오네이다 카운티, 5A 도로(Route 5A)부터 리버 로드(River Road)까지 790 

번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790) 재포장 공사에 91만 달러 지원.  

• 옷세고 카운티, 모리스 빌리지(Village of Morris)부터 웨스트 오네온타 

햄럿(Hamlet of West Oneonta)까지 23 번 도로(Route 23) 재포장 공사에 

170만 달러 지원.  

• 쇼하리 카운티, 쇼하리 타운(Town of Schoharie) 소재 30 번 도로(Route 

30)부터 올버니 카운티 경계선(Albany County line)까지 443 번 도로(Route 

443) 재포장 공사에 110만 달러 지원.  

  

센트럴 뉴욕  

  

오스위고, 오논다가, 카유가, 코틀랜드, 매디슨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92 마일 

차선을 재포장하는 프로젝트에 약 1,280만 달러 지원:  



 

 

  

• 카유가 카운티, 윅코프 로드 북쪽(North of Wyckoff Road)에서 레이크 

애비뉴 익스텐션 남쪽(South of Lake Avenue Extension)까지 38 번 

도로(Route 38) 그리고 플레밍 및 오와스코 소재 타운들의 437 번 

도로(Route 437) 전체 구간 재포장 공사에 120만 달러 지원.  

• 코틀랜드 카운티, 헬스 캠프 로드(Health Camp Road)에서 오논다가 

카운티 경계선(Onondaga County line)까지 11 번 도로(Route 11) 재포장 

공사에 260만 달러 지원.  

• 코틀랜드 카운티, 오논다가 카운티 경계선(Onondaga County line)부터 13 

번 도로(Route 13)까지 91 번 도로(Route 91) 재포장 공사에 160만 달러 

지원.  

• 오논다가 카운티, 베스퍼(Vesper (더치 힐 로드(Dutch Hill Road)))부터 

11/281 번 도로(Route 11/281)까지 80 번 도로(Route 80) 재포장 공사에 

120만 달러 지원.  

• 오논다가 카운티, 80 번 도로(Route 80)부터 오논다가 네이션(Onondaga 

Nation (버펄로 힐 로드 남쪽(South of Buffalo Hill Road)))까지 11A 

도로(Route 11A) 재포장 공사에 260만 달러 지원.  

• 오논다가 카운티, 스캐니틀리스 빌리지(Village of Skaneateles) 소재 20 번 

도로(Route 20)부터 킹스턴 로드(Kingston Road)까지 321 도로(Route 

321) 재포장 공사에 98만 달러 지원.  

• 와이오밍 카운티, 264 번 도로(Route 264)부터 11 번 도로(Route 11)까지 

49 번 도로(Route 49) 재포장 공사에 160만 달러 지원.  

• 매디슨 카운티, 카제노비아 타운 및 페너 타운(Towns of Cazenovia and 

Fenner) 소재 (펀델 로드(Ferndell Road)부터 폴스 로드(Falls Road)까지 

13 번 도로(Route 13) 재포장 공사에 97만 달러 지원.  

  

핑거 레이크스  

  

올리언스, 제네시, 와이오밍, 리빙스턴, 먼로, 웨인, 온타리오, 예이츠, 세네카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118 마일 차선을 재포장하는 프로젝트에 약 1,280만 달러 

지원:  

  

• 제네시 카운티, 33 번 도로(Route 33)부터 제네시/올리언스 카운티 

경계선(Genesee/Orleans County Line)까지 237 번 도로(Route 237) 

재포장 공사에 180만 달러 지원.  

• 리빙스턴 카운티, 와이오밍/리빙스턴 카운티 경계선(Wyoming/Livingston 

County Line)부터 넌데이 빌리지(Village of Nunda (웨스트 빌리지 

경계선(West Village Line)))까지 436 번 도로(Route 436) 재포장 공사에 

130만 달러 지원.  



 

 

• 먼로 카운티, 15A 도로(Route 15A)부터 65 번 도로(Route 65)까지 253 번 

도로(Route 253 (리하이 스테이션 로드(Lehigh Station Road))) 재포장 

공사에 130만 달러 지원.  

• 먼로 카운티, 104 번 도로(Route 104)부터 18 번 도로(Route 18)까지 19 번 

도로(Route 19) 재포장 공사에 73만 달러 지원.  

• 온타리오 카운티, 21 번 도로(Route 21)부터 더그웨이 로드(Dugway 

Road)까지 64 번 도로(Route 64) 재포장 공사에 100만 달러 지원.  

• 올리언스 카운티, 퍼지 로드(Puzzey Road)부터 31A 번 도로(Route 

31A)까지 98 번 도로(Route 98) 재포장 공사에 98만 달러 지원.  

• 웨인 카운티, 펄 스트리트(Pearl Street)부터 소더스 빌리지(Village of 

Sodus (사우스 빌리지 경계선(South Village Line)))까지 88 번 도로(Route 

88) 재포장 공사에 200만 달러 지원.  

• 와이오밍 카운티, 39 번 도로(Route 39)부터 78 번 도로(Route 78)까지 19 

번 도로(Route 19) 재포장 공사에 140만 달러 지원.  

• 세네카 카운티, 96 번 도로(Route 96 (인터레이큰 빌리지(Village of 

Interlaken)))부터 414 번 도로(Route 414)까지 96A 번 도로(Route 96A) 

재포장 공사에 100만 달러 지원.  

• 예이츠 카운티, 레이크 스트리트(Lake Street)부터 윈드밀 팜(Windmill 

Farm)까지 14A 번 도로(Route 14A) 재포장 공사에 130만 달러 지원.  

  

웨스턴 뉴욕  

  

나이아가라, 이리, 셔터쿼, 카타라우구스, 앨러게니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204 

마일 차선을 재포장하는 프로젝트에 약 1,610만 달러 지원:  

  

•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4 번 카운티 도로(County Route 4 (브로드웨이 

로드(Broadway Road)))부터 62 번 도로(Route 62)까지 353 번 도로(Route 

353) 재포장 공사에 96만 달러 지원.  

•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살라만카 시 경계선(City of Salamanca City 

Line)부터 98 번 도로(Route 98)까지 219 번 도로(Route 219) 재포장 

공사에 52만 달러 지원.  

• 셔터쿼 카운티, 76 번 도로(Route 76)부터 394 번 도로(Route 394)까지 474 

번 도로(Route 474) 재포장 공사에 150만 달러 지원.  

• 셔터쿼 카운티, 39 번 도로(Route 39)부터 월넛 크릭(Walnut Creek) 위의 

교량까지 20 번 도로(Route 20) 재포장 공사에 160만 달러 지원.  

• 이리 카운티, 324 번 도로(Route 324)부터 제네시 카운티 경계선(Genesee 

County Line)까지 5 번 도로(Route 5) 재포장 공사에 140만 달러 지원.  

• 이리 카운티, 보웬 로드(Bowen Road)부터 타운라인 로드(Townline 

Road)까지 20 번 도로(Route 20) 재포장 공사에 120만 달러 지원.  



 

 

• 이리 카운티, 올던/랭커스터 타운 경계선(Alden/Lancaster Town line)부터 

월든 애비뉴(Walden Avenue)까지 33 번 도로(Route 33) 재포장 공사에 

31만 달러 지원.  

• 이리 카운티, 모튼스 코너스(Mortons Corners)부터 219 번 도로(Route 

219)까지 39 번 도로(Route 39) 재포장 공사에 100만 달러 지원.  

• 이리 카운티, 홀랜드 글렌우드 로드(Holland Glenwood Road)부터 보스턴 

콜든 로드(Boston Colden Road)까지 240 번 도로(Route 240) 재포장 

공사에 30만 달러 지원.  

• 나이아가라 카운티, 노스 토나완다 시 경계선(North Tonawanda City 

line)부터 록포트 로드(Lockport Road)의 남쪽 600 피트까지 429 번 

도로(Route 429) 재포장 공사에 55만 달러 지원.  

• 나이아가라 카운티, 어퍼 마운틴 로드(Upper Mountain Road)부터 93 번 

도로(Route 93)까지 425 번 도로(Route 425) 재포장 공사에 89만 달러 

지원.  

• 앨러게니 카운티, 벨파스트 타운(Town of Belfast) 소재 GLF 로드(GLF 

road)부터 캐니데아 타운(Town of Caneadea) 소재 49 번 카운티 

도로(County Route 49)까지 19 번 도로(Route 19) 재포장 공사에 62만 

달러 지원.  

•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로어 에드거 로드(Lower Edgar Road)부터 리틀 밸리 

빌리지 경계선(Little Valley Village Line)까지 242 번 도로(Route 242) 

재포장 공사에 79만 달러 지원.  

•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올린 시 경계선(Olean City Line)부터 446 번 

도로(Route 446)까지 16 번 도로(Route 16) 재포장 공사에 150만 달러 

지원.  

• 셔터쿼 카운티, 웨스트필드 빌리지 경계선(Westfield Village Line)부터 

브록턴 빌리지 경계선(Brocton Village Line)까지 20 번 도로(Route 20) 

재포장 공사에 110만 달러 지원.  

• 이리 카운티, 5 번 도로(Route 5)부터 애벗 로드(Abbott Road)까지 179 번 

도로(Route 179) 재포장 공사에 120만 달러 지원.  

• 이리 카운티, 캘리포니아 로드(California Road)부터 240 번 도로(Route 

240)까지 20 번 도로(Route 20) 재포장 공사에 67만 달러 지원.  

  

노스 카운티  

  

루이스, 제퍼슨, 세인트 로렌스, 프랭클린, 클린턴, 에섹스, 해밀턴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93 마일 차선을 재포장하는 프로젝트에 약 860만 달러 지원:  

  

• 에섹스 카운티, 블루 리지 로드(Blue Ridge Road)부터 쉬룬 리버(Schroon 

River) 위의 교량까지 9 번 도로(Route 9) 재포장 공사에 200만 달러 지원.  



 

 

• 해밀턴 카운티, 길맨타운 로드(Gilmantown Road (16 번 카운티 

도로(County Route 16)))부터 웰스 타운(Town of Wells) 소재 8 번 

도로(Route 8)까지 8/30 번 도로(Route 8/30) 재포장 공사에 72만 달러 

지원.  

• 클린턴 카운티, 22 번 도로(Route 22)부터 16 번 카운티 도로(County Route 

16 (메이슨 스트리트(Mason Street)))까지 22B 번 도로(Route 22B) 재포장 

공사에 40만 달러 지원.  

• 프랭클린 카운티, 프랭클린 타운 경계선(Franklin Town Line)부터 파인 

그로브 레인(Pine Grove Lane)까지 3 번 도로(Route 3) 재포장 공사에 

180만 달러 지원.  

• 제퍼슨 카운티, 26 번 도로(Route 26)부터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경계선(St. 

Lawrence County Line)까지 12 번 도로(Route 12) 재포장 공사에 130만 

달러 지원.  

• 루이스 카운티, 38 번 카운티 도로(County Route 38)부터 카펜터 

로드(Carpenter Road)까지 26 번 도로(Route 26) 재포장 공사에 51만 달러 

지원.  

• 로렌스 카운티, 8 번 카운티 도로(County Route 8)부터 37 번 도로(Route 

37)까지 58 번 도로(Route 58) 재포장 공사에 190만 달러 지원.  

  

미드-허드슨 밸리  

  

웨스트체스터, 록랜드, 퍼트넘, 오렌지, 더치스, 얼스터, 설리반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91 마일 차선을 재포장하는 프로젝트에 약 1,980만 달러 지원:  

  

• 더치스 카운티, 22 번 도로(Route 22)부터 코네티컷 주 경계선(Connecticut 

State line)까지 55 번 도로(Route 55) 재포장 공사에 60만 달러 지원.  

• 199 번 도로(Route 199) 두 구간의 재포장 공사에 170만 달러 지원. 첫 

번째 구간은 윈첼 마운틴 로드(Winchell Mountain Road) 지역에서 파인 

플레인스 타운(Town of Pine Plains) 소재 슐츠 힐 로드(Schultz Hill 

Road)에 이르는 지역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더치스 카운티의 스티싱 

마운틴 로드(Stissing Mountain Road)에서 밀란 타운(Town of Milan) 소재 

노스 로드(North Road)에 이르는 지역에 있습니다.  

• 오렌지 카운티, 메이플 로드(Maple Road)부터 팀버 트레일 로드(Timber 

Trail Road)까지 32 번 도로(Route 32) 재포장 공사에 180만 달러 지원.  

• 오렌지 카운티, 롱 매도우 로드(Long Meadow Road) 동쪽 8/10 마일 

지점부터 올드 턱시도 로드(Old Tuxedo Road) 동쪽 1 마일에 이르는 

지점까지 17A 번 도로(Route 17A) 재포장 공사에 70만 달러 지원.  

• 푸트넘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경계선(Westchester County line)부터 

6 번 도로(Route 6)까지 22 번 도로(Route 22) 재포장 공사에 280만 달러 

지원.  



 

 

• 록랜드 카운티, 크로스필드 애비뉴 동쪽(East of Crossfield Avenue)부터 

304 번 도로 서쪽(West of Route 304)까지 59 번 도로(Route 59) 재포장 

공사에 260만 달러 지원.  

• 얼스터 카운티, 299 번 도로(Route 299)부터 미네와스카 주립 공원 

입구(Minnewaska State Park Entrance) 서쪽 1.5 마일 지점까지 44 번 

도로(Route 44) 재포장 공사에 100만 달러 지원.  

• 9A 번 도로(Route 9A (쏘 밀 리버 로드(Saw Mill River Road)))의 두 구간 

재포장 공사에 240만 달러 지원. 첫 번째 구간은 허드슨 빌리지 

경계선(Hudson Village Line) 상의 헤이스팅스(Hastings) 북쪽 500 피트 

지점에서 애쉬포드 애비뉴(Ashford Avenue)까지의 구간이며, 두 번째 

구간은 헤더델 로드(Heatherdell Road)부터 100B 번 도로(Route 

100B)까지의 구간입니다. 두 구간 모두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있습니다.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코네티컷 주 경계선(Connecticut State Line)부터 

파운드 리지 타운(Town of Pound Ridge) 소재 121 번 도로(Route 121)까지 

137 번 도로(Route 137 (하이리지 로드(Highridge Road))) 재포장 공사에 

290만 달러 지원.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100 번 도로(Route 100)부터 소머스 타운(Town of 

Somers) 소재 프림로즈 스쿨 드라이브웨이(Primrose School 

Driveway)까지 139 번 도로(Route 139 (프림로즈 스트리트(Primrose 

Street))) 재포장 공사에 110만 달러 지원.  

• 설리번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경계선(Orange County Line)부터 브리키 

애비뉴(Breaky Avenue)까지 42 번 도로(Route 42) 재포장 공사에 210만 

달러 지원.  

  

서던 티어  

  

스튜벤, 쉴러, 셔멍, 톰킨스, 티오가, 브룸, 셔냉고, 델라웨어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113 마일 차선을 재포장하는 프로젝트에 약 1,580만 달러 지원:  

  

• 톰킨스 카운티, 13 번 도로(Route 13)부터 프리빌 빌리지 경계선(Village of 

Freeville Line)까지 366 번 도로(Route 366) 재포장 공사에 95만 달러 

지원.  

• 스튜벤 카운티, 99 번 주간 고속도로 갱 밀스 출구(Interstate 99 Gang Mills 

exit)부터 99 번 주간 고속도로 어윈 출구(Interstate 99 Erwin exit)까지 

417번 도로(Route 417) 재포장 공사에 65만 달러 지원.  

• 스튜벤 카운티, 애디슨 빌리지 경계(Addison Village limit)부터 85 번 카운티 

도로(County Route 85 (프리맨 로드(Freeman Road)))의 바로 동쪽까지 

417 번 도로(Route 417) 재포장 공사에 54만 달러 지원.  



 

 

• 스튜벤 카운티, 투스카로라 타운 경계선(Tuscarora town line)부터 102 번 

카운티 도로(County Route 102) 동쪽까지 417 번 도로(Route 417) 재포장 

공사에 130만 달러 지원.  

• 셔멍 카운티, 호스헤즈 빌리지(Village of Horseheads) 소재 13 번 

도로(Route 13)부터 에린 타운(Town of Erin) 소재 랭던 힐 로드(Langdon 

Hill road) 동쪽까지 223 번 도로(Route 223) 재포장 공사에 85만 달러 

지원.  

• 스카일러 카운티, 414 번 도로(Route 414)부터 227 번 도로(Route 227 

(버데트 빌리지(village of Burdett)제외)))까지 79 번 도로(Route 79) 재포장 

공사에 150만 달러 지원.  

• 브룸 카운티, 12 번 주도(NY 12)부터 셔냉고 타운(Town of Chenango) 소재 

이스트 힐 로드(East Hill Road)까지 11 번 국도(US 11) 재포장 공사에 

150만 달러 지원.  

• 셔냉고 카운티, 애프턴 타운(Town of Afton) 소재 17 번 카운티 도로(County 

Road 17)부터 코벤트리 타운(Town of Coventry) 소재 235 번 도로(Route 

235)까지 41 번 도로(Route 41) 재포장 공사에 230만 달러 지원.  

• 델라웨어 카운티, 수자원 공급 위원회 4 번 도로(Board of Water Supply 

No. 4 Road)부터 28 번 도로(Route 28)까지 30 번 도로(Route 30) 재포장 

공사에 230만 달러 지원.  

• 델라웨어 카운티, 메리데일 햄럿(Hamlet of Meridale (메리디스 타운(Town 

of Meridith)))부터 357 번 도로(Route 357)까지 28 번 도로(Route 28) 

재포장 공사에 230만 달러 지원.  

• 티오가 카운티, 하이어와사 로드(Hiawatha Road) 동쪽 3/4 마일 지점부터 

오위고 타운(Town of Owego) 소재 밀레니엄 브리지(Millennium Bridge) 

동쪽 1/4 마일 지점까지 17C 번 도로(Route 17C) 재포장 공사에 160만 

달러 지원.  

  

롱 아일랜드  

  

나소 및 서퍽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34 마일 차선을 재포장하는 프로젝트에 약 

1,230만 달러 지원:  

  

• 나소 카운티, 재크스 베이(Zach's Bay)부터 나소/서퍽 카운티 

경계선(Nassau/Suffolk County Line)까지 오션 파크웨이 

웨스트바운드(Ocean Parkway Westbound) 콘크리트 포장 보수 공사에 

350만 달러 지원.  

• 서퍽 카운티, 론데스 애비뉴(Lowndes Avenue)부터 하이 스트리트(High 

Street)까지 110 번 도로(Route 110) 재포장 공사에 130만 달러 지원.  



 

 

• 나소 카운티, 노던 스테이트 파크웨이(Northern State Parkway)부터 25 번 

도로(Route 25)까지 25B 번 도로(Route 25B) 재포장 공사에 100만 달러 

지원.  

• 나소 카운티, 올드 선라이즈 하이웨이(Old Sunrise Highway)부터 메릭 

로드(Merrick Road)까지 27A 번 도로(Route 27A) 콘크리트 포장 보수 

공사에 80만 달러 지원.  

• 서퍽 카운티, 데포 로드(Depot Road)부터 헨리 스트리트(Henry Street)까지 

110 번 도로(Route 110) 재포장 공사에 85만 달러 지원.  

• 서퍽 카운티, 호스블록 로드(Horseblock Road)부터 윌리엄 플로이드 

파크웨이(William Floyd Parkway)까지 27 번 도로(Route 27) 재포장 공사에 

480만 달러 지원.  

  

뉴욕시  

  

뉴욕시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47 마일 차선을 재포장하는 프로젝트에 약 1,020만 달러 

지원:  

  

• 브롱크스 카운티, 에버그린 애비뉴(Evergreen Avenue)부터 해브미어 

애비뉴(Havemeyer Avenue)까지 브러크너 익스프레스웨이(Bruckner 

Expressway (278 번 주간 고속도로(I-278)))의 양방향 지면 구간의 재포장 

공사에 430만 달러 지원.  

• 킹스 카운티,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입구(Brooklyn Queens 

Expressway entrance) 및 맥기네스 블러바드(McGuinness Boulevard)의 

출구 경사로 재포장 공사에 8만 달러 지원.  

• 킹스 카운티, 해밀턴 애비뉴(Hamilton Avenue)부터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Brooklyn Queens Expressway)까지 이스트바운드 입구 

경사로(Eastbound Entrance Ramp) 재포장 공사에 3만 달러 지원.  

• 킹스 카운티, 위스 애비뉴(Wythe Avenue)부터 플러싱 애비뉴 

고가도로(Flushing Avenue Viaduct)까지 양방향으로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Brooklyn Queens Expressway) 재포장 공사에 36만 달러 

지원.  

• 퀸즈 카운티, 69 번 스트리트 브리지(69th Street bridge) 밑의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Brooklyn Queens Expressway) 양방향 재포장 

공사에 75만 달러 지원.  

• 퀸즈 카운티, 퀸즈 블러바드(Queens Boulevard)가 연결된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Long Island Expressway) 및 우드헤이븐 

블러바드(Woodhaven Boulevard) 경사로 재포장 공사에 57만 달러 지원.  

• 뉴욕 카운티, 모리스 스트리트(Morris Street)부터 웨스트 59 번 

스트리트(West 59th Street)까지 9A 번 도로(Route 9A) 상의 전체 깊이 및 



 

 

부분 깊이 콘크리트 보수 공사, 조인트 보수 공사, 균열 밀봉 공사 등에 

410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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