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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웨스턴 뉴욕의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에서
진행하는 6,64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

이리 카운티의 90 번 주간 고속도로(I-90)상의 도로 재건 공사, 교량 복구 공사, 교량 교체
공사 등이 포함된 6,640만 달러 규모의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리 카운티 소재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에서 6,64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스루웨이(Thruway)(90 번 주간 고속도로(I-90))상의
도로 재건 공사, 스루웨이(Thruway) 교량 4 개의 복구 공사, 스루웨이(Thruway) 교량
교체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은 고속도로 구간 중 가장 교통이
붐비는 곳 중 하나이며, 매일 13만 명 이상의 차량 운전자들이 지나갑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인프라 투자는 웨스턴 뉴욕과 뉴욕주
전 지역의 교통망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개선 공사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할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과 지역 경제도 지원하게 됩니다.”
2013년 이후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웨스턴 뉴욕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4억 3,92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Matthew J. Driscoll 사무총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교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주요 프로젝트들을
뉴욕주 전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리 카운티의 프로젝트와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통행료 수입을 재투자하는 일은 스루웨이(Thruway)를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유료 도로 중 하나로 유지하려는 우리 공약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54 번 출구(exit 54) (웨스트 세네카(West Seneca)-이스트 오로라(East
Aurora)-400 번 뉴욕 도로(NY Route 400) 및 16 번 뉴욕 도로(NY Route 16))와 래카와나
톨게이트(Lackawanna Toll Barrier) 사이의 약 3 마일 정도의 도로 구간 재건 공사와
복구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간판, 가이드 레일,

갓길 확장, 추가적인 반사 노면 표시 등 수많은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스루웨이(Thruway) 교량 4 개의 복구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

세네카 스트리트(Seneca Street) (이정표 428.37)
카제노비아 크릭(Cazenovia Creek) (이정표 428.56)
포터스 로드(Potters Road) (이정표 428.84)
스모크스 크릭(Smokes Creek) (이정표 429.78)

노포크 서던 레일로드 브리지(Norfolk Southern Railroad Bridge) (이정표 430.05)가
교체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엘마의 오크그로브 건설 공사는 베스트 밸류(Best Value) 조달 방법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건설 공사가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운전자 우선 정책(Drivers First Initiative)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공사가 6월에 시작되기 전에 래카와나 톨게이트(Lackawanna Toll Barrier)와 54 번
출구(exit 54) (웨스트 세네카(West Seneca)-이스트 오로라(East Aurora)-400 번 뉴욕
도로(NY Route 400) 및 16 번 뉴욕 도로(NY Route 16)) 사이의 90 번 주간 고속도로(I90) 동쪽 방향으로 오후 7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에 갓길 공사 및 가이드 레일 작업을
위해 오른쪽 차선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교통 패턴 정보는 고속도로 안내 방송(Highway Advisory Radio)으로 방송되며 가변
메시지 표지판에도 표시됩니다.
건설 공사는 2019년을 완공 시점으로 잡은 프로젝트가 여러 단계를 거쳐 완공될
예정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