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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5월 19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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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1억억억억 5,2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ROUTE 17 PROSPECT MOUNTAIN 2차차차차 

재건재건재건재건 사업사업사업사업 착공착공착공착공 발표발표발표발표  

 

향후향후향후향후 Interstate 86까지까지까지까지 Route 17 일부일부일부일부 구간구간구간구간 지정지정지정지정 사업은사업은사업은사업은 현재현재현재현재 진행진행진행진행 중중중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Binghamton 시에서 1억 5,200만 달러 규모의 1-

81/Route 17 Prospect Mountain 재건 사업을 착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17 뉴욕주 

예산 합의에 포함된 상당한 투자를 통해 가능하게 된 이 사업은 Southern Tier의 번잡한 

통로와 상업 도로 중 하나의 교통 패턴을 개선하기 위해 교량을 교체하고 경사로를 

재건할 예정입니다. 이 개선공사는 뉴욕주 교통부가 I-86이 되는 Route 17의 4마일까지 

연방 정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 “I-81/Route 17 인터체인지는 너무 오랫동안 운전자들에게 좌절을 

안겨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었던 Southern Tier 교통 네트워크의 주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운전자에게 안전한 길을 열어줄 뿐 아니라,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을 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공사는 고속도로의 거의 9개 중앙 차선에 해당하는 거리를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Interchange 4(Binghamton/Hillcrest)는 Norfolk-Southern 철로 및 Broad Avenue 위에 

육교 교량을 교체함으로써 Route 7에 대한 교차로와 함께 재건됩니다. 또한, 2개의 

새로운 교량은 Binghamton 시에서 Chenango River 위에 건설됩니다. 이 공사는 차량의 

차선 변경을 교정하여 교통 안전을 개선하고, 좁아지는 도로와 차선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교통 병목 현상을 제거합니다. 공사 완공은 2020년 12월 경으로 

예상됩니다. 

 

Matthew J. Driscoll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교통국장교통국장교통국장교통국장은 “기업간 대한 연결성을 개선함으로써 이동 

시간을 줄이고 뉴욕주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우수한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우리는 안전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교통망을 구축했습니다.”  

 

Fred Akshar 상원의상원의상원의상원의원원원원은 “안전한 현대식 인프라는 경제 발전과 성장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에 'Southern Tier에 대한 번영의 길'을 언급했고 뉴욕주는 그 말 그대로 

우리 지역사회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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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fford W. Crouch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은 “Interchange 4의 재건은 운영 및 안전 결함을 개선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성장 및 지역 사회 개발에 대한 최근 

투자 외에도, 효과적인 교통 인프라는 Southern Tier에서 가장 번잡한 지역 중 하나의 

생산성과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Donna Lupardo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은 “Prospect Mountain Project는 주요 사업이었기 때문에, 2차 

공사를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4월에 의회와 

주지사가 통과시킨 예산에 반영된 지속적인 수리 및 지역 인프라의 재건에 대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미 DOT에서 수행한 업적에 감동했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도 똑같은 

헌신을 기대하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Broom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행정관행정관행정관행정관 Debbie Preston은 “이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계는 매년 수천여 명의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4번 출구의 

재건을 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또한 Broome 카운티 도로에서 대부분의 이동 구간 중 

하나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Binghamton 시장시장시장시장 Richard David는 “이 사업은 Binghamton을 중심으로 이동하기 쉽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며 Southern Tier의 경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Prospect Mountain 개선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헌신한 Cuomo 주지사와 Driscoll 

국장께 감사를 표합니다.” 

 

1차 Prospect Mountain 공사 프로젝트는 2012년에 시작되었으며 2015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차 공사로는 6개의 새로운 교량의 건설과 State Route 17 서쪽 이동로에 

대한 신축 Prospect Street Interchange 건설이 포함됩니다. Prospect Street Interchange 

램프에 대한 공사로는 117,000입방야드 상당의 흙과 바위를 제거한 Prospect 

Mountain의 발굴공사가 포함되며, 이들 재료는 Prospect Mountain Phase II에서 

충전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옹벽, 새 배수구, 펌프 하우스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새로운 

연석, 영구 장벽, 신축 콘크리트 포장, 교통 신호 및 오버 헤드 표지판도 설치되었습니다.  

 

Southern Tier Soaring 가속화가속화가속화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견실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Southern Tier Soaring”을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2012년 이래 이 지역에 이미 

3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본 계획을 위한 토대를 놓아 인재를 끌어 모으고 사업을 키우며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불경기 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개인 및 

법인 소득세도 감소했고, 기업들은 Binghamton, Johnson City, Corning 같은 곳을 발전과 

투자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2015년 12월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를 

통해 5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투자와 함께 Southern Tier Soaring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기업들이 25억 이상을 충분히 투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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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할 것이기에 이 지역의 계획은 제출된 것처럼 10,200 개의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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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