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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 주간 고속도로 안전성 강화에 이용할 1,900만 달러 이상 

발표  

  

개선사항에는 도로 포장 업그레이드, 새 가이드레일 및 표지판 포함  

  

  

Cuomo 주지사는 오늘, 나소 카운티 및 서퍽 카운티의 주 도로 열 곳에서 안전성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네 개에 사용할 1,93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도로 포장 수리, 가드레일 설치, 표지판 교체가 포함되어 매일 해당 도로를 사용하는 

롱아일랜드의 수많은 거주민, 통근자, 방문자가 더욱 안전하고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교통망은 롱아일랜드 미래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안전성 개선으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수천 명의 운전자가 롱아일랜드 주 도로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통근할 수 

있도록 바꿀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렇게 의미 있는 인프라 투자로 

운전자와 롱아일랜드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해 도로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도로와 다리를 업그레이드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주정부의 주 전역 활동을 지속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소 카운티 헴스테드 및 오이스터 베이 타운의 106번 도로(Route 

106)(뉴브리지 로드(Newbridge Road)) 콘크리트 수리에 680만 달러,  

• 헴스테드 및 오이스터 베이 타운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Southern State 

Parkway), 서퍽 카운티 바빌론 및 이슬립 타운, 서퍽 카운티 스미스타운 

타운 노던 스테이트 파크웨이(Northern State Parkway)를 따라 새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두 개에 730만 달러,  

• 서퍽 카운티 바빌론, 브룩헤이븐, 이슬립 타운 사우스 쇼어(South Shore) 

도로 일곱 개를 따라 설치할 새 표지판에 520만 달러.  

  



 

 

도로 혹은 교량 공사 작업으로 인한 이동 지연 사태 발생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Cuomo 주지사의 운전자 우선 프로그램(Drivers First 

initiative)에 따릅니다.  

  

뉴브리지 로드(Newbridge Road) 콘크리트 수리  

  

헴스테드 턴파이크(Hempstead Turnpike)(24번 도로(Route 24))와 올드 카운티 로드(Old 

Country Road) 사이 약 10마일의 뉴브리지 로드(Newbridge Road)(106번 도로(Route 

106))를 따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수리팀은 표준 콘크리트보다 빨리 굳어 이른 도로 개방이 가능한 조강 콘크리트(High 

Early Strength Concrete)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수리팀은 일부 지역에서 특수 

다이아몬드 날을 사용하여 표면에 얇은 직선 홈을 내는 혁신적인 다이아몬드 연삭 

기구를 이용할 것입니다. 이 과정으로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한 표면을 제거하면 차가 

더욱 부드럽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하여 콘크리트가 더욱 오래 가게 

돕고 납세자의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도로 폐쇄를 막고 매일 약 27,000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양방향의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공사 중에는 주로 차선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완공은 2020년 여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드레일 복구  

  

가드레일은 중요한 안전 도구로,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지 않게 설계된 금속제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롱아일랜드의 주요 파크웨이 두 곳에서 이루어지는 두 프로젝트는 중앙 분리대, 갓길, 

입구 및 출구 램프, 파크웨이의 상징적 석조 고가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해당 작업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자동차가 나무 같이 근처 물체를 박지 않도록 

돕는 충격 흡수용 도로 방호대 설치가 포함됩니다.  

  

헴스테드, 오이스터 베이, 바빌론의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Southern State Parkway) 중 

약 7마일을 따라 진행되는 46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이번 겨울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작업은 원토 스테이트 파크웨이(Wantagh State Parkway) 및 시포드 

오이스터 베이 고속도로(Seaford-Oyster Bay Expressway)(135번 도로(Route 135)), 

109번 도로(Route 109) 및 231번 도로(Route 231)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70만 달러 규모의 새 프로젝트로 벨몬트 애비뉴(Belmont Avenue)에서 사티코 스테이트 

파크웨이(Sagtikos State Parkway)까지 바빌론, 이슬립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Southern State Parkway)에서 가드레일을 교체가 지속됩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코맥 로드(Commack Road)(서퍽 카운티 4번 도로(Route 4))와 베테란스 

메모리얼 고속도로(Veterans Memorial Highway)(454번 도로(Route 454)) 파크웨이 끝 



 

 

사이 스미스타운 노던 스테이트 파크웨이(Northern State Parkway)의 가드레일 교체 

작업도 포함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파크웨이 총 5마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로 표지판 교체  

  

서퍽 카운티 사우스 쇼어(South Shore) 도로 일곱 개에서 새 표지판 총 20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새 표지판은 반사율이 높아 운전자들이 특히 야간 및 폭풍이 칠 때 방향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표지판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를 쉽게 드나들도록 선라이즈 고속도로(Sunrise 

Highway)(27번 도로(Route 27)) 및 측면 도로를 따라 교체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그레이트넥 로드(Great Neck Road)(서퍽 카운티 47번 도로(Route 47)), 

제롬 애비뉴(Jerome Avenue), 니콜스 로드(Nicolls Road)(서퍽 카운티 97번 도로(Route 

97)) 표지판이 포함됩니다.  

  

110번 도로(Route 110) 북쪽 방향, 231번 도로(Route 231)에서 서던 스테이크 

파크웨이(Southern State Parkway)의 도로 표지판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대부분 작업은 콘크리트 차단벽 뒤 또는 야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모든 새 표지판 설치는 2021년 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는 경제 

활동의 중심이므로, 우리 고속도로 시스템을 안전하고 현대적으로 유지하고 모든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뉴욕주 

도로 및 다리에 대한 주정부의 역사적 투자를 보완하며 미래에도 튼튼한 교통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teve Bellone 서퍽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가장 

중요한 일부 도로에서 안전성 및 길찾기를 개선할 중요한 인프라 투자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서퍽 카운티를 위해 나서셨습니다. 인프라와 공공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사항입니다. 저희 도로를 현대화하고 롱아일랜드 전역에 21세기 교통망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 하신 주지사님의 파트너십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Laura Curran 나소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도로를 이용하는 

수백만 거주민, 통근자, 방문자들의 안전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저는 롱아일랜드에 

헌신하시고 도로 및 인프라에 투자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 

투자는 도로를 이용하는 모두가 더욱 안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운전자는 작업 구역에서 보수 및 건설 차량을 포함하여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황색, 

초록색 불이 켜진 차량이 접근하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양보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차선양보법(Move Over Law) 및 주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구역에서 작업자와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하는 일들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www.ny.gov/workzonesafety를 방문하십시오.  

  

자동차 운전자가 작업 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2005년의 공사 구간 안전법(Work Zone Safety Act)에 따라, 공사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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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이동 정보가 필요하시면 511에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무료 

511NY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트위터 @NYSDOT 및 

@NYSDOTLI를 팔로우하세요. 페이스북 facebook.com/NYSDOT도 방문해 주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ny.gov/workzonesafety
tel:511
https://protect2.fireeye.com/url?k=88bc6a80-d49a5d23-88be93b5-000babda0106-3f73bbb3091ee29e&u=https://protect2.fireeye.com/url?k=6627ad51-3a044a8a-66255464-0cc47aa8c6e0-61a34e0727b48027&u=http://www.511ny.org/
http://www.twitter.com/nysdot
http://www.twitter.com/nysdotli
http://www.facebook.com/NYSDOT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url?k=b7ae8c32-eb2fbe51-b7ac7507-000babd9069e-cb247a302722da8e&u=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09EA15EE4FD918948525841E004B4EB9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