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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WELLWOOD AVENUE BRIDGE 교체교체교체교체 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 공사공사공사공사 착수착수착수착수 발표발표발표발표 

 

새새새새 교량은교량은교량은교량은 이동성과이동성과이동성과이동성과 상업을상업을상업을상업을 뒷받침뒷받침뒷받침뒷받침  
 
 

Andrew M. Cuomo 지사는 Suffolk 카운티 Babylon 타운의 Sunrise Highway(New York 

State Route 27)를 건너는 Wellwood Avenue(County Route 3) Bridge를 철거하고 

재건하는 2040만 달러의 프로젝트 공사가 진행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매일 약 

90,000명의 운전자들이 Wellwood Avenue Bridge 위 아래를 통과합니다. 

 

“Wellwood Avenue는 광역 Babylon 지역의 주민들과 기업들이 의존하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오버패스 교체는 앞으로 오랫 동안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Suffolk 카운티와 전체적으로 Long Island의 이동성을 

향상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 붐비는 회랑을 따라 교통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노후 교량을 교체할 

것입니다”라고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교통부교통부교통부교통부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Matthew J. Driscoll이이이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운전자 제일 이니셔티브에 따라 공사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운전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Wellwood Avenue Bridge는 1961년에 건설되었는데 교체되면 폭이 더 넓어져서 현재의 

엔지니어링 및 장애미국인법 기준을 충족하는 노견, 보도 및 각 방향 2차선을 갖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리로 접근하는 도로의 재건, 새 가이드 레인 및 흉벽, 새 포장 

및 포장 표시도 포함합니다. 교량 개선을 수용하기 위한 Wellwood Avenue의 소폭 

확장은 선택적 나무 제거를 요구할 것인데, 교통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건설은 내년 

여름 완공 예정입니다.  

 

NYSDOT은 공사를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교량을 철거하고 재건하는 동안 교량이 계속 

개통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시 가변 차선을 시행함으로써 본격적 건설 활동을 

비피크 주간 및/또는 야간 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차량과 보행자의 교량 위 통행이 유지될 것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NY Route 27/Sunrise Highway에서 Wellwood Avenue로 진입하는 

램프에 임시 정지 간판이 세워질 것입니다. NY Route 27/Sunrise Highway와 Wellwood 

Avenue에 비피크 차선 폐쇄가 요구될 것이지만, 건설 활동이 통행 패턴 변경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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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통행 주의보 및 커뮤니티 통보가 발행될 것입니다.  

 

이 설계-시공 프로젝트의 건설 청부업체는 뉴욕주 Farmingdale 소재 Posillico Civil, 

Inc.입니다.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Michael Venditto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지방 도로는 Long Island의 

교통 심장인데, Wellwood Avenue는 Suffolk 카운티의 대동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 및 

효율성을 위한 2000만 달러 투자입니다. 우리의 경제 활력은 우리 지역 인프라의 조건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즉각적으로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래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 파문 효과를 낼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단절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됨을 주목해야 합니다.”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Phil Boyle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승인한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교량 위 아래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복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Kimberly Jean-Pierre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것은 Lindenhurst와 전체 

Suffolk 카운티 커뮤니티를 위해 극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Wellwood Avenue Bridge 

교체로 운전자, 즉, Long Island 주민, 통근자 또는 상공인들이 목적지로 더욱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Suffolk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관집행관집행관집행관 Steve Bellone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인프라를 위한 

긴급 투자가 필요한데 Wellwood Avenue Bridge 교체로 우리 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의 

이동성을 완화하고 차량 횡단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통근 개선과 공공 안전 향상으로 이어질 자금을 제공하신 Cuomo 

지사와 NYSDOT에 감사드립니다.”  

 

Babylon 타운타운타운타운 감독관감독관감독관감독관 Richard Schaf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Babylon 타운 

간선도로 중 하나로서 Wellwood Avenue는 우리 주민과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섬기는데 

수리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인프라를 현대화하여 주민들을 위해 우리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이 중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신 Cuomo 지사, Boyle 및 

Venditto 상원의원 그리고 Jean-Pierre 하원의원께 박수를 보냅니다.” 

 

실시간 이동 정보를 확인하려면 511로 전화하거나 www.511.ny.org 를 방문하십시오.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을 팔로우하십시오: @NYSDOT. 페이스북에서 

facebook.com/NYSDOT 을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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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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