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4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 휴게소 27 곳의 

현대화 후속 조치 발표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570 마일 구간의 

고속도로의 휴게소(Service Areas) 재개발에 대한 관심 표명 요청서(Request for 

Expressions of Interest) 공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지사가 2018년 주정부 시정 방침(2018 State of the 

State) 연설에서 발표한 제안서인,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27 곳의 모든 뉴욕주 스루웨이 

휴게소(New York State Thruway Service Areas)를 재개발하기 위한 관심 표명 

요청서(Request for Expressions of Interest, RFEI)를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이 공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심 표명 요청서(RFEI)는 향후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운영, 물류, 환경 요소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도록, 환대산업, 관광산업, 

여행업, 화물 운송업, 공공 부문 등의 이해 당사자들을 초청합니다. 스루웨이 

휴게소(Thruway Service Areas) 16 곳을 재개발하기 위한 제안 요청서(RFP)를 올해 

말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휴게소(Service Areas) 11 곳은 추후에 공표되는 제안 

요청서(RFP)에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치로 우리의 성장하는 경제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뉴욕의 교통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현대화하는 또 다른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휴게소들은 뉴욕의 제품과 관광 명소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도로를 이동하는 동안 고객이 기대하는 현대적인 편리함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주지사의 2018년 시정 방침(2018 State of the State) 연설에서 Cuomo 주지사는 

휴게소(Service Areas)의 재개발을 위해, (1) 에너지 절감 친환경 디자인(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을 인증하는 장소를 만들고, 더불어 (2)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며 (3) 관개시설이 없는 조경 조성 등과 같은 몇 가지 환경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스루웨이(Thruway)를 이동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 트럭 주차 및 상업 서비스의 증진, (2) 고객 친화적인 제품의 

확대 및 개선, (3) 전체 휴게소, 농장 판매대, 관광 센터의 현대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Matthew J. Driscoll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스루웨이 휴게소(Thruway Service Areas)를 

재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교통 시스템과 서비스를 여행자들을 위해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업계 리더와 차량 운전자들이 제출한 아이디어로 우리 

휴게소(Service Areas)의 미래를 개척하고 업그레이드 된 운영을 반영하며 진화하는 

고객 선호도, 환경 모범 사례의 통합을 도울 것입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휴게소(Service Areas) 27 곳은 뉴욕시에서 

버펄로와 펜실베이니아 경계선까지 이어지는 570 마일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년 

스루웨이(Thruway) 도로를 주행하는 2억 5,000만 대의 차량이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루웨이 휴게소(Thruway Service Areas)는 하루 24시간 운영되며, 

운전자들에게 현지의 독특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 소매점, 주유소 등을 제공합니다. 몇 

곳의 휴게소는 또한 전기 자동차 고속 충전소, 테이스트 뉴욕 농산물 직거래 장터(Taste 

NY Farm Markets), 관광 정보 센터(Tourism Information Centers)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관심 표명 요청서(RFEI)와 함께 고객 설문조사 또한 스루웨이 휴게소(Thruway Service 

Areas)에서 여행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배포되었습니다.  

  

관심 표명 요청서(RFEI)는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YS Thruway Authority)의 웹 사이트 

(Bid ID 18C06)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심 표명 요청서(RFEI)에 대한 응답 

기한은 2018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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