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암트랙(AMTRAK) 긴급 수리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추가 교통량에 

대비하기 위해 교량 및 터널의 공사 일정을 앞당기도록 명령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7월 8일까지 완공될 주요 공사 프로젝트 

 

현금 수납을 하지 않게 될 모든 주요 통근 횡단시설 및 원활한 통근 시간대 교통 흐름을 

위해 주간에 개방될 모든 차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이번 여름 암트랙(Amtrak)의 긴급 수리 공사로 발생하는 

추가 차량으로 인한 도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의 관리하에 있는 교량과 터널 공사의 일정에 속도를 

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대단히 적극적인 일정은 암트랙(Amtrak)의 장기간의 운행 

감축 기간 동안 차량 혼잡을 줄이기 위해 7월 8일까지 주요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명령은 모든 주요 통근 횡단시설의 현금 수납이 

없어지고 모든 차선이 주간에 개방됨을 의미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올 

여름에 가능한 한 빠르고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암트랙(Amtrak)의 운행 감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름의 혼돈에 대비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사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저희는 

통근을 용이하게 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안도감을 심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사무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등으로 구성된 관계 기관 합동 특별팀이 신속한 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Cuomo 주지사는 펜실베이니아 역(Pennsylvania Station)의 여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통 혼잡 완화 계획을 개발하도록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 

지시했습니다. 암트랙(Amtrak)은 여행 성수기 동안 펜실베이니아 역(Pennsylvania 

Station)에서 열차의 수를 약 20 퍼센트 줄인 가운데 수리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안 교통 수단을 모색하고 있는 통근자들은 이미 승객이 만원인 

지하철 시스템을 피해 도로와 교량으로 몰려들어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aggressive-plan-combat-long-term-crisis-penn-station


7월 8일까지 완공하기 위해 공사 일정을 앞당기는 건설 프로젝트 목록:  

  

베라자노-내로스 브리지(Verrazano-Narrows Bridge): 

• 개방형 도로요금 징수(Open Road Tolling, ORT) 공사: Cashless Tolling Go Live 

일정이 2017년 11월 30일에서 2017년 7월 8일로 거의 5 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운전자들이 유료도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정차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으므로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입니다.  

• 상층부의 새로운 버스(Bus)/다인승 차량(High Occupancy Vehicle, HOV) 차선: 

프로젝트 완공 일자는 2017년 11월에서 브루클린 방향의 버스 다인승 차량 

차선(BUS HOV lane)이 개통되는 2017년 6월 19일로 5 개월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로우어 맨해튼까지 이어지는 14 마일 

정도의 버스/다인승 차량 차선(Bus/HOV lane)이 생겨 스태튼 아일랜드 및 

고와너스 익스프레스웨이(Staten Island and Gowanus Expressways)의 교통 

흐름이 개선되어 매일 3만 명 이상의 통근자를 위해 이동 시간이 최대 15 분까지 

단축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7번째 차선을 추가할 경우 도로의 교통 

수용량이 16 퍼센트 증가합니다.  

• 새로운 버스/다인승 차량 진입로(BUS/HOV Ramp): 한달 일찍 완공되는 이 

진입로는 새로운 버스/다인승 차량 진입로(BUS/HOV Ramp)를 통해 베라자노 

브리지(Verrazano bridge)와 고와너스 익스프레스웨이(Gowanus Expressway)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Queens-Midtown Tunnel): 

• 초강력 폭풍 샌디(Superstorm Sandy)로 인해 피해를 입은 터널의 재건설: 2017년 

8월 31일에서 2017년 7월 8일로 완공 일정이 앞당겨진 노스 튜브(north tube) 

공사 차량 운전자들은 2017년 7월 8일부터 주말 주간 시간대에는 잠정 

폐쇄되지만 평일 주간 시간대에는 두 튜브(both tubes)를 양쪽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치로 이동 시간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 맨해튼 다운타운 플라자 출구 재건설: 2017년 7월 4일 완공. 퀸즈 미드타운 

터널(Queens Midtown Tunnel, QMT)의 맨해튼 다운타운 출구 진입로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2차선의 교통 수용량을 완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전체 진입로가 

재개방될 예정입니다. 두 진입로 차선 중 한 진입로 차선은 2016년 9월 16일부터 

폐쇄되었습니다. 

 

로버트 에프 케네디 브리지(Robert F. Kennedy Bridge): 

• 개방형 도로요금 징수(Open Road Tolling, ORT) 공사: Cashless Tolling Go Live 

일정이 2017년 8월 31일에서 2017년 6월 15일로 2개월 반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운전자가 유료도로 요금을 위해 정차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합니다.  

• 로버트 에프 케네디 브리지(Robert F. Kennedy Bridge, RFK Bridge)로 진입하는 

맨해튼 방향의 새로운 125번 스트리트(125th Street) 진입로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6월 30일로 완공 일자가 6개월 앞당겨지는 진입로 재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개방된 양쪽 두 차선으로 이 진입로의 전체 교통 수용량이 

복구되어 맨해튼에서 퀸즈/브롱크스 방면의 교통 흐름이 개선됩니다. 두 차선 중 

한 차선은 2016년 2월 29일부터 폐쇄되었습니다.  

• 퀸즈에서 맨해튼으로 향하는 진입로의 재건설: 2017년 7월 8일까지 건설 완공. 

진입로 재건설을 수용하기 위해 2016년 7월 23일부터 한 차선이 

폐쇄되었습니다. 이 진입로를 최대 교통 수용량까지 복구할 경우 교통 흐름이 

개선되어 통행량이 많은 회랑 지구에서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입니다.  

• 퀸즈 및 브롱크스 방면 플라자 재건설: 이 공사의 완공 일자는 2017년 9월에서 

2017년 6월 30일로 3 개월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가 

정렬되고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입니다.  

• 브롱크스 및 맨해튼 유료도로 요금 플라자 철거: 2017년 9월 30일의 원래 철거 

일자에서 2017년 7월 8일로 앞당겨진 유료도로 요금 부스 철거 일자 

 

휴 엘 캐리 터널(Hugh L. Carey Tunnel): 

• 브루클린 플라자 재건설: 원래의 완공 일자인 2017년 7월 15일에서 공사 일정을 

앞당겨 2017년 7월 7일에 완공 이 프로젝트는 자유로운 교통 흐름을 위해 

플라자를 개방 확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녁 통근 시간 대의 교통 흐름을 

완화하기 위해 로우어 맨해튼에서부터 밖으로 향하는 3개 차선을 제공하여 저녁 

시간대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교통 흐름을 개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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