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4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센트럴 뉴욕의 고속도로 개선에 2,270만 달러 투자 발표 

 

시세로, 맨리어스 및 샐리나의 교량 업그레이드 공사 올해 완공 

 

카유가와 오스위고 카운티 100만 달러 규모의 가이드 레일 교체 공사 이번 주 시작 

 

고속도로 개선은 경제 성장을 위한 이 지역의 성공적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청사진인 

“Central NY Rising”을 보완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샐리나(Salina) 타운의 11번 국도 위를 지나는 I-81 

고속도로 교량 수리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1,080만 달러를 포함하여 2,270만 달러 

규모의 센트럴 뉴욕 고속도로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완공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에는 올해 봄에 다시 시작하는 두 개의 다른 교량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이 두 개 프로젝트는 820만 달러 규모의 뉴욕주 바지 운하(Barge Canal)를 

지나는 81번 주간 고속도로 교량 수리와 270만 달러 규모의 맨리어스 타운 올드 이리 

운하(Old Erie Canal)를 지나는 노스 버딕 스트리트(North Burdick Street) 교량 교체 

공사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는 주민과 우리 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안전성과 생활력을 보장합니다. 센트럴 뉴욕의 교량과 도로를 제대로 

수리하는 것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뉴욕 시민 세대들의 수요를 맞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부터 100만 달러를 들여 카유가와 오스위고 카운티의 여러 군데에서 23,000피트 

이상의 낡고 손상된 가이드 레일을 교체하는 안전 개선 프로젝트 공사를 시작합니다. 

 

뉴욕주 교통부 커미셔너 Matthew J. Drisco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든든한 교통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다.이 프로젝트들은 주 전역에서 우리 주 

공공시설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뉴욕의 경쟁력을 지켜주는 여러 현명한 투자의 

일부입니다. 이 교량과 가이드 레일 프로젝트는 우리 주 고속도로의 수명을 확장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안전성 개선, 운전자 보호 및 공공시설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샐리나 타운 11번 국도 위를 지나는 I-81 고속도로 



 

이 교량 복구 프로젝트는 교량 연결부 교체, 페인팅, 콘크리트와 철근 수리 및 교량 갑판 

표면 공사를 포함합니다. 공사 기간에 I-81 도로의 북향과 남향의 차선은 양방향 모두 두 

개 차선으로 줄입니다. 남향으로 진행하는 모든 공사는 8월 말에 열리는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가 시작하기 전에 완공되어야 합니다. 박람회 후 I-81 북향도로의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오논다가 카운티 시세로 타운과 오스위고 카운티 헤이스팅스 타운의 뉴욕 바지 운하 위를 

지나는 I-81 교량 

 

이 교량 복구 프로젝트는 두 개의 교량 표면의 콘크리트 두께를 줄이고 콘크리트 장벽을 

구성하는 철근 레일 교체 공사입니다. 교량 빔은 더 멀리 연결되었고 필요한 부위는 

수리되었습니다. 연결부와 표지등은 교체되었습니다. 이밖에, 교량의 음향 모니터링 

시스템은 교량 상태를 더 자세히 모니터링 하도록 설치되었습니다. 

 

올해의 공사는 지난해 마친 북향 도로 교량의 개선 작업과 같이 남향 도로 교량에 집중할 

것입니다. 양방향의 두 개 차선은 출퇴근 시간에 남향 차선 하나를 북향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부분 시간에 통행을 유지할 것입니다. 공사 구간의 속도 제한은 

55마일/시로 낮춥니다.  

 

맨리어스 타운의 올드 이리 운하를 지나는 노스 버딕 스트리트 교량 

 

2년간에 거쳐 완공할 이 프로젝트는 센트럴 뉴욕 발전을 위하여 지역에 7,780만 달러의 

주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47개 지점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 9월 

“자본의 날(Capital for a Day)” 행사 기간에 Cuomo 주지사와 그의 행정부가 센트럴 

뉴욕에서 커뮤니티 회원, 사업가 및 정부 파트너들과 뉴욕주 경제 기회와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방식을 찾는 회의에서 발표한 1,300만 달러 규모의 지역 공공시설 

업그레이드의 일부입니다. 

 

지난해의 공사 작업은 이리 운하 다용도 산책로에 새롭고 더 넓은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산책로를 북쪽으로 옮겨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향상하였으며 사전 제작한 

콘크리트 교량을 올드 이리 운하 위에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말에 공사가 완공되면 노스 

버딕 스트리트에 새로운 교통 레이아웃으로 12피트 북향 차선, 남향에는 12피트 좌향과 

우향 차선을 나누고 양방향에 8피트의 가장자리를 설정합니다. 세다 베이(Cedar Bay 

Road) 길과 노스 버딕 스트리트의 세방향 교차로 표시는 이런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삼색 교통 신호등도 변경합니다. 

 

카유가와 오스위고 카운티의 주 정부 소유 도로 카이드레일 수리 

 

4월 17일부터 100만 달러를 들여 카유가와 오스위고 카운티의 여러 군데에서 낡고 

손상된 가이드 레일을 교체하는 안전 개선 프로젝트 공사를 시작합니다. 가이드 레일 

교체를 진행하는 도로는 카유가 카운티의 20, 34 및 370번 도로와 오스위고 카운티의 

11, 69 및 104번 도로입니다. 골이 진 빔 모양의 가이드 레일 교체 작업은 필요한 



지점에서 도로 가장자리만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당일 차선 폐쇄를 통하여 

완성할 것입니다. 

 

상원 교통 위원회 위원장 Joseph Robach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센트럴 뉴욕 고속도로에 대한 중요한 개선 공사 시작에 대한 발표에 박수를 보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을 지나는 81번 도로의 교량을 현대화와 개선하고 낡은 안전시설을 

교체함으로써 뉴욕주는 우리 도로가 뉴욕 북부 지역을 여행하는 모든 뉴욕시민에게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하원 교통 위원회 위원장 David Gant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공공시설에 대한 주지사의 투자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센트럴 뉴욕에 

사는 모두에게 안전성과 이동성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를 개선하는 크나큰 

혜택을 줍니다.” 

 

카운티 책임자 Joanie Mahon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센트럴 뉴욕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며 우리는 주 전역 공공시설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운전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고, 뉴욕주 전 지역에서 고속도로 및 교량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Cuomo 주지사의 운전자 

우선 정책 (Drivers First Initiative)의 요구에 따라 완공될 것입니다. 

 

Central NY Rising 가속화 

이 프로젝트들은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의 활용, 기업가 정신의 강화 및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서 이 지역에 거의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성장하고 투자하기 위한 근거지로 시러큐스, 오스위고 및 오번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뉴욕주가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Central 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작업 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2배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005년의 공사 구간 안전법 (Work Zone Safety Act)에 따라 공사 구간 내에서 

2회 이상 과속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신 교통정보를 확인하시려면 511번에 전화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www.511NY.org 

http://www.511ny.org/


또는 모바일 사이트 m.511ny.org를 방문하십시오.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 (교통부)를 

팔로우하세요: @NYSDOT.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Facebook.com/NYS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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