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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천 5백만
백만 달러 발표
주지사 포장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한 7천

거친 겨울 날씨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약 428 레인마일의 주 하이웨이에서 총
7500만 달러의 재포장 공사가 금년에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은 겨울 동안의 깊은 서리로 인해 광범위하게 받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서둘러 공사 시즌에 마련되었습니다.
“주의 하이웨이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한번의 거친 겨울 후에 우리는
도로들이 뉴욕주민들을 위해 더 안전하도록 긴요한 수리 공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예산은 절실히 필요한 재포장 및 재건 노력을 가속화하여
주 전역의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가속화된 포장 프로젝트는 2015-2016 주 회계연도에 약 2311 마일의 주 도로를
포장하기 위한 자본 건설 예산 4억 3700만 달러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의 재포장 프로젝트는 장소에 따라 모든 차선과 갓길에서 포장길의 마모된
표면을 제거하고 기초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를 보수하고 배수 개선 및 차선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포설을 포함합니다. 제거된 포장은 가능한 한 재순환되어 같은 장소에
또는 향후의 공사에 재활용될 것입니다. 교통 신호 차량 탐지기는 대체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포장 표지가 제공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 부장 Joan McDonal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필수 재포장 공사를
이번 건설연도에 가속화함으로써 우리는 지난 겨울 도로 열화 전진에 기여한 심한 냉동해동 순환이 야기한 피해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으로
우리는 뉴욕주민들이 의지하는 도로가 안전하고 믿음직스럽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상원의원 Charles E. Schum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투자는 통근자, 업소 및
방문객들이 뉴욕주 전역을 더 쉽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절실히
필요한 예산으로서 주 전역의 도로들을 크게 개선하고 가혹한 겨울 달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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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해진 수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도로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기업, 주민 및 여행객들의 안전을 개선하고 견실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토대를 놓을
것입니다.”
하원의원 Louise Slaugh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ochester의 겨울은 아름답지만
우리 도로와 교량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로들을 돌보는 것은 Rochester의 가족과
업소들이 계속 빠른 차선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스마트한 투자입니다. 본인은 뉴욕주가
모든 운전자들을 위해 우리 도로와 교량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선임위원인 Eliot Engel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별히 거친 겨울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본인 지역구의 루트 22의 Eastchester 구간과
본인 지역구를 통과하는 Major Deegan Expressway를 포함하여 우리 도로들 중 다수가
파손되어 즉각적 재포장이 필요합니다”. “포장 공사 가속화를 위한 추가 자금 7500만
달러를 주지사가 배정했기 때문에 뉴욕주의 교통 흐름과 상업 흐름이 개선될 것입니다.
모든 뉴욕주 통근자들을 돕기 위해 이 추가 조치를 취하신 주지사께 본인은 박수를
보냅니다.”
하원의원 Nita M. Low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난 겨울 동안 가혹한 추위와
얼음은 우리 도로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여기 Lower Hudson Valley, 뉴욕주 전역 및
전국적으로 우리는 특히 극한 날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떄 무너져내리는
인프라를 수리하기 위해 더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뉴욕주가 지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일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이웨이 신탁 기금의 장기적 재승인을 지지하며 우리 도로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타당하고 안전하도록 Cuomo 지사 및 지역 공무원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하원의원 José E. Serra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튼튼한 교통 체계는 우리 경제를
위해 중요합니다. 거친 겨울철 후에 이러한 보조금은 우리 도로를 신속하고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복구할 것입니다. 이 이슈를 우선순위로 삼은 주지사의 노력 덕분에 Bronx와
뉴욕시 나머지의 운전자들은 목적지에 더욱 빨리 도달시켜 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로에서 통근하고 재화를 수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원의원 Paul Tonk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주도지역의 특히 잔혹했던
겨울 후에 절실히 주목을 요구하였던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하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니즈를 인정하여 직장, 학교 또는 마트로의 운전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적절한 재원을 배정하신 Cuomo 지사와 그의 팀에 감사드립니다.”
하원의원 Tom Ree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견실한 인프라 시스템은 우리 지역
경제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개선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지역 교통 니즈가 충족되도록 하기 위한 주 레벨에서의 협업 노력에 감사하며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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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원 Sean Patrick Malon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도로에 대한 이 투자는
많이 늦었습니다 – Hudson Valley 주민들은 심한 겨울 날씨가 우리 인프라에 끼친
피해를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 도로 포장은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용이하게 학교와
직장으로 다니게 하고, 넉넉한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하원의원 John Katk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우리 도로의 손상을 완화하고
여름 여행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신 Cuomo 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프라를 위한 이 스마트한 투자는 뉴욕주 중부 지역에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주의 경제적 미래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원의원 Elise Stefanik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견실한 도로는 뉴욕주 주민들의
안전과 우리 North Country 경제에 긴요합니다”. “본인은 우리 North Country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상업을 진흥할 이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신 Cuomo 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하원의원 Lee Zeld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도로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중요한 장기적 우선순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원 교통 인프라 위원회 위원으로서
Cuomo 지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현재와 미래에 개선할
위대하고 중요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포장 개선 가속화는 금년에 다음 도로들에서 완료될 것입니다:
주도 지역
• Albany 카운티 Cohoes 소재 루트 787, Tibbits Avenue ~ 루트 32
• Rensselaer 카운티 Troy 소재 루트 7(Hoosick Street), Collar City Bridge ~ Lake
Ave.
• Washington 카운티 Granville 소재 루트 22, 루트 149 ~ 루트 23의 교차 지점
• Albany 카운티 Berne 소재 루트 443, Schoharie 카운티 경계선 ~ 루트 156
• Essex 카운티 Ticonderoga 타운 소재 루트 74, Schroon 타운의 Letsonville
Road ~ Eagle Lake
• Saratoga 카운티 Halfmoon 소재 루트 146, 루트 9 ~ 루트 236
뉴욕주 중부 지역
• Herkimer 카운티 Burrell 소재 루트 29, Middleville ~ 루트 170A
• Herkimer 카운티 Burrell 소재 루트 170A, 루트 170 ~ 루트 29
• Onondaga 카운티 Fabius 소재 루트 91, 루트 80 ~ 루트 20
• Onondaga 카운티 Fabius 소재 루트 91, Cortland 카운티 경계선 ~ 루트 80
• Oswego 카운티 Williamstown 소재 루트 183, Amboy의 루트 69 ~ 루트 13
• Seneca 카운티 Tyre 소재 루트 89, 루트 5/20 ~ Wayne 카운티 경계선
• Onondaga 카운티 Skaneateles 타운 소재 루트 41A, Mandana 부락 남쪽
0.5마일 ~ 루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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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Rochester
• Monroe 카운티 Greece 소재 루트 18, Lake Ontario State Parkway ~ 루트 261
• Monroe 카운티 Westgate 소재 루트 33A, Rochester 시 경계선 ~ Westside
Drive
• Monroe 카운티 East Rochester 빌리지 소재 루트 153, Penfield 타운의 루트 441
~ Commercial Street
• Orleans 카운티 Gaines 타운 소재 루트 98, Albion 빌리지의 루트 31A ~ 루트
104
뉴욕주 서부 지역
• Chautauqua 카운티 소재 인터스테이트 86 동행, Mina의 펜실베이니아 주
경계선 ~ Sherman 빌리지
• Chautauqua 카운티 소재 루트 76, 북쪽 Sherman 빌리지 경계선 ~ Sherman 및
Ripley의 Westfield ~ 카운티 루트 9
• Erie 카운티 Tonawanda 소재 Grand Island Boulevard, 루트 266 ~ 루트 325
• Erie 카운티 Elma 소재 U.S. 루트 20, Cazenovia Creek 교량 ~ 루트 400
• Erie 카운티 Concord 소재 루트 39, Collins의 Dupont Road ~ Mortons Corners
• Erie 카운티 소재 루트 39, Concord의 Zoar Valley Road ~ Springville의
Barnstead Drive 및 루트 219 램프의 루트 39 일부
• Erie 카운티 Marilla 타운 소재 루트 354, Two Rod Road ~ Wyoming 카운티
경계선
Southern Tier
• Schuyler 카운티 Dix 소재 루트 414, Beaver Dams ~ County Road 16
• Schuyler 카운티 루트 244, Cayuta의 주 루트 13 ~ Catharine ~ Odessa 빌리지
경계선
• Steuben 카운티 Hornellsville 타운 소재 루트 21, Almond Dam Access Road ~
Allegany 카운티 경계선
• Chenango 카운티 Bainbridge 소재 루트 206, 인터스테이트 88 ~ Butts Road
• Chenango 카운티 Bainbridge 소재 루트 206, Case Road ~ Railroad Avenue
• Schoharie 카운티 Cobleskill 소재 루트 7, North Grand Street ~ Stewart’s Shop
• Sullivan 카운티 Neversink 소재 루트 42, 루트 55 교차로 남쪽 ~ Big Hollow
Road
• Sullivan 카운티 Youngsville 소재 루트 52, Jeffersonville의 카운티 루트 144와
카운티 루트 149의 사이
• Sullivan 카운티 Tusten 타운 소재 루트 97, 루트 52 ~ Third Avenue
• Sullivan 카운티 소재 루트 97, Orange 카운티 경계선 ~ Lumberland
• Tioga 카운티 Nichols 빌리지 소재 루트 282, Roki Boulevard ~ West River
Road(카운티 루트 4)와의 서쪽 합류 지점
• Tioga 카운티 Richford 소재 루트 38, Owego Creek 교량의 정남쪽 ~ Belden
Ryan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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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om 카운티 Colesville 타운 소재 루트 41, Sanford 타운의 Parker Road ~
Chenango 카운티 경계선
North Country
• Franklin 카운티 Saranac Lake 소재 루트 3, Lake Street ~ George Lapan
Memorial Highway
• Lewis 카운티 소재 루트 12, West Lowville 경계선 ~ Denmark 타운 경계선
• Lewis 카운티 소재 루트 812, Balmat 부락의 County Road 24 ~ Fowler 부락의
루트 58
Hudson Valley
• Rockland 카운티 소재 루트 59, 루트 17 ~ 루트 202, 루트 202 ~ Hemion Road의
정서쪽 및 New Jersey 주 경계선 ~ 루트 59
• Columbia 카운티 Lebanon Springs 소재 루트 22, 루트 20 ~ Old Post Road
• Westchester 카운티 Eastchester 소재 루트 22, Crest Avenue ~ Sprague Road
• Orange 카운티 Highlands 및 Woodbury 소재 루트 6, 루트 293 ~ Palisades
Interstate Parkway
• Westchester 카운티 Lewisboro 타운 소재 루트 123, Conant Valley Road ~ 루트
35
• Westchester 카운티 Pound Ridge 타운 소재 루트 172, Bedford 타운의 루트 22
~ 루트 137
• Westchester 카운티 North Salem 타운 소재 루트 116, 루트 22 ~ 루트 121
• Putnam 카운티 Southeast 타운 소재 루트 312, 루트 6 ~ 인터스테이트 84
• Westchester 카운티 Rye Brook 빌리지 소재 루트 120A, 루트 120 ~ Bowman
Avenue
Long Island
• Suffolk 카운티 Brookhaven 타운 소재 루트 25, East Bartlett Road ~ 카운티
루트 21
• Suffolk 카운티 소재 루트 454, Smithtown 타운의 Old Willets Path ~ Islip 타운의
루트 111
• Suffolk 카운티 Brookhaven 타운 소재 루트 112, East Main Street ~ 루트 27
• Suffolk 카운티 Smithtown 타운 소재 루트 111, 루트 347 ~ 루트 25/25A
• Suffolk 카운티 Brookhaven 타운 소재 루트 25A, East Broadway ~ Hallock
Avenue
• Suffolk 카운티 East Hampton 타운 소재 루트 114, 루트 27 ~ Stephen Hands
Path
뉴욕시
• Queens 카운티 소재 Grand Central Parkway(GCP), 168th Street ~ 래피드
트랜싯 야드 인근의 GCP Exit 13; 인터스테이트 495 Exit 21 북쪽 ~ GCP Exit 8;
GCP Exit 21 ~ GCP Exi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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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nx 카운티 소재 Major Deegan Expressway(인터스테이트 87) 및 George
Washington Bridge 및 Cross Bronx Expressway(CBE- 인터스테이트 95)와의
인터체인지 램프, Major Deegan 북행 및 남행 램프 ~ CBE 북행 및 남행 램프와
CBE 남행 램프 ~ Major Deegan 북행 및 남행 램프 포함
• New York 카운티 소재 Henry Hudson Parkway 북행, 158th Street ~ George
Washington Bridge 출구 램프
최신 교통 정보와 주행 정보에 관련해서는 운전자들은 511로
전화하시거나www.511NY.org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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