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먼로 카운티의 531번 도로 교차로 업그레이드 발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전체의 교통안전과 효율성 제고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전략을 보완하는 인프라 투자 -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성공적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s)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먼로 카운티에 있는 오그덴과 스웨덴 타운을 지나는 

31번 도로 근처까지의 변경과 함께 531번 도로와 36번 도로의 교차로를 

업그레이드하는 1,4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 프로젝트는 531번 도로가 36번 도로에서 

끝나는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교통량 흐름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복원 프로젝트는 먼로 카운티의 경제 

활성화와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전략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 연결 비즈니스와 지역 전체의 커뮤니티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뉴욕은 전체 지역을 계속하여 번창시키는 관광업, 농업 및 제조업을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531번 도로와 36번 도로(워싱턴 가{Washington Street}에 위치)의 

교차로 신호체계를 지나는 교통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531번 도로와 31번 

도로를 직접 잇는 연결도로가 기존의 31번 도로 남쪽에 531번 도로에 연결하는 동향 

경사로를 따라 건설될 것입니다. 531번 도로는 31번 도로(브록포트-스펜서포트 

도로{Brockport-Spencerport Road})에 직접 연결되어 4차선 고속도로에서 36번 도로 

서쪽에 있는 2차선 지방 간선도로로 이어질 것입니다. 

 

도로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531번 도로의 교차로에서 갤럽 로드(Gallup Road)의 바로 동쪽 사이의 31번 도로 

폭 확장.  



• 동향과 서향 차선 사이를 갈라놓는 중간지대 추가.  

• 531번 도로와 36번 도로 사이에서 36번 도로 서쪽 약 2,000피트의 31번 도로 

구간을 31번 도로의 북쪽에 위치한 주민 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막다른 길로 

변경.  

• 갤럽 로드(Gallup Road) 서쪽에서 새먼 크리크 로드(Salmon Creek Road)로 향한 

31번 도로 상의 연속적인 양방향 좌회전 차선 공사 

 

이 프로젝트는 두 개 단계에 거쳐 완성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시작하여 여름내 계속 

공사를 할 예정인 첫 번째 단계는 531번 도로와 36번 도로의 교차로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공사 기간에 31번 도로 동향으로 531번 도로에 진입하는 경사로 통행을 

차단하고 531번 도로와 콜비 스트리트(Colby Street) 사이에 있는 36번 도로의 짧은 

구간은 고속도로를 파헤치고 언덕을 깎아내리는 기간에 차단합니다. 공사 시즌에는 

36번 도로를 지나는 차들은 31번, 259번, 260번 및 콜비 스트리트 등 도로를 이용하여 

우회합니다. 

 

2018년에 시작하는 두 번째 단계는 새먼 크리크 로드의 서편에서 31번 도로를 따라 

동향 531번 도로에 진입하는 경사로까지 도로 복구와 도로 폭 확장 공사를 포함합니다. 

 

여행객에 대한 공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운전자 우선 기획(Drivers 

First Initiative) 원칙을 고수하면서 조기 완공 인센티브와 기한 제한을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이용객이 많은 31번 도로 구간을 지나는 교통량을 유지합니다.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www.dot.ny.gov/531.  

 

Matthew J. Driscoll 뉴욕 주 교통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이 프로젝트는 

로체스터와 먼로 카운티 서부지역뿐만 아니라 올리언스 카운티 사이를 오가는 수천만의 

운전자들의 이동성을 향상할 것입니다. 공사 규모가 크지만 Cuomo 주지사와 저희는 

공사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운전하길 바랍니다.” 

 

Cheryl Dinolfo 먼로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역 경제를 

수립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때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주민들과 사업체들이 물건을 

옮기고 시스템은 먼로 카운티 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우리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RT-531 구간에 대한 복구공사는 운송 속도를 높이고 

여행객과 먼로 카운티를 지나는 방문객의 안전성을 향상합니다. 저는 지역 시설에 

투자한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오그덴 타운 책임자 Gay Lenhar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의 도로를 개선하고 

핑거 레이크스 지역이 가진 매력적인 장소로 연결하는 새로운 길을 개발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도로들이 통근자와 방문객들을 먼로 

카운티와 그 외 지역의 목적지에 더 잘 연계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아지고 더 많은 사업체의 성공을 지원하기를 기대합니다.” 

http://www.dot.ny.gov/531


 

브로크포트 빌라지 시장 Margay Black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가 보로크포트 지역이 이 다망한 도로를 업그레이드하고 안전성을 향상하려는 

수요를 알아주시고 우리 커뮤니티에 대한 이번 중요한 투자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31번 도로는 로체스터와 올리언스 카운티로 가는 주간도로를 연결하여 관광업, 농업 및 

제조업을 지지합니다. 올리언스 카운티의 관광사업에는 스포츠 낚시와 이리 운하(Erie 

Canal)를 따라 여기저기 분포된 유구한 역사의 마을들을 포함합니다. 농업과 제조업에서 

최고의 장소는 동북쪽의 메디나(Medina)에 있는 첫 에탄올 공장 건물입니다. 9,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지은 이 시설은 약 2,000만 부셀의 옥수수를 처리하여 연료용 에탄올, 

곡물 및 옥수수 원유로 만들 수 있습니다. 

 

SUNY의 브로크포트 분교도 근처에 있어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 위원회의 중요한 

직원으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소규모 사업개발 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를 운영하며 지역 경제에 1억 8,000만 달러 이상의 사업 투자와 

수많은 지역 경제 개발 프로그램을 도왔습니다. 이것으로 수많은 능력자, 학생, 직원 및 

방문객을 유치합니다. 

 

531번 도로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로체스터 테크파크(Rochester Tech Park)는 전국에서 

가장 큰 다용도 단지입니다. 4백만 제곱피트 면적의 사무, 연구, 분배, 기업 및 제조 

공간에는 국내와 다국적 회사들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작업 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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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모바일 사이트 m.511ny.org 를 방문하십시오.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 (교통부)를 팔로우하세요: @NYSDOT.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 Facebook.com/NYSDOT.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주 정부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34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및 고급 제조업을 포함하는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성장 및 투자를 위한 장소로 로체스터, 바타비아 및 

캐넌다이과 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http://www.511ny.org/
http://twitter.com/NYSDOT
http://www.facebook.com/NYSDOT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뉴욕주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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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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