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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주지사, 오스베고 카운티 내 1천 4백만 달러의 루트 104 복구 프로젝트 진행 발표 

 

건설 확대와 중요한 상거래 루트 회복 

 

2015년 Capital for a Day 동안 강조된 프로젝트 

 

 

앤드류 M.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 오스베고 카운티 서쪽 104 노선의 약 4마일을 복구하는 

1천 4백만 달러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프라, 주택 및 

고등 교육의 투자를 통해 센트럴 뉴욕을 발전시키려는 포괄적 47-포인트 플랜의 

하나로서, 작년 센트럴 뉴욕 “Capital for a Day” 동안 발표되었습니다. 

 

“오스베고 카운티 내 루트 104는 센트럴  뉴욕의 매우 중요한 상거래 루트입니다.이 

루트는 81 고속도로를 레일 및 포트 시설, 농업 지역 사회 그리고 SUNY 오스베고와 

연결시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우리는 도로 

인프라의 장기적 수명을 개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잡한 도로를 매일 이용하는 

수많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트 104는 SUNY 오스베고 캠퍼스를 양분하며, 수많은 학생들이 도로의 북쪽에 위치한 

메인 캠퍼스와 남쪽에 위치한 운동 시설 사이를 건너 다닙니다. 또한 온타리오 호수 

남쪽에 위치한 커뮤니티와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오스베고 시의 포트 및 철도 시설로의 

기본 접근을 제공하여, 지역 교통 네트워크의 중요한 링크이기도 합니다. 오스베고 시의 

루트 104는 국가의 경치 좋은 우회로이며, 뉴욕 주 해로 코스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뉴욕 주 교통부국장 매트 드리스콜은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도로를 이용해 매일 

대학으로 통학하거나 유명한 온타리오 남쪽 호숫가에 가려는 수 많은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루트 104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교통 네트워크의 안전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쿠오모 주지사와 

같이 진행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루트 104를 남서쪽 오스베고 루트 104A 교차로에서부터 오스베고 서쪽 

도시 라인까지 확대 및 개선할 것입니다.  11 피트 이동 차선과 8피트 갓길이 건설될 

것이고, 대부분의 표면이 가공되고 아스팔트로 덮일 것입니다. 카운티 루트 20의 루트 

104 교차로, 크레스트우드 드라이브, 카운트 루트 89 / 세머테리 로드 등을 포함한 몇몇 



지역은 시야 거리 및 안건 개선을 위해 다시 건설될 것입니다.  

 

두 개의 큰 지하 배수로는 교체될 것이고, 많은 깊은 길가 배수로가 메워질 것입니다. 

배수로가 메워진 곳에, 배수구로 흐르는 빗물을 보내는 배수로를 갖춘 새 인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SUNY 오스베고 캠퍼스 근처 지역에는 증가하는 보행자를 수용하기 위해 새 

연석과 인도가 설치될 것입니다. 

 

트래픽은 공사 기간 동안 깃발에 의한 단방향 트래픽 교체로 매일 통제되는 도로를 통해 

현장에서 유지될 것입니다. 지하 배수로 교체의 경우, 임시 교통 표지판으로 통제되는 

단방향 트래픽으로 교체될 것입니다.  

 

상원의원 패티 리치는 말합니다. “루트 104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방문하는 오스베고 카운티를 가로지르는 주요 동맥입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는 이동을 

좀 더 쉽고-안전하게 도와 줄 것입니다. - 보행자 뿐만 아니라, 기업들, 루트 104를 이용해 

상품을 운반하는 농부, 일반 운전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을. 루트 104 개선 노력을 

지원하게 되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 개선 작업 계 획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이동, 그리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여행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국회의원 빌 바클레이는 말합니다, “뉴욕 주가 오스베고 남서쪽에 위치한 루트 104 도로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들어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친화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한 긴 여정입니다. 또한 SUNY 오스베고 컬리지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주정부 예산이 오스베고 지역에 배당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밥 오크스는 말합니다. “루트 104는 오스베고 카운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뉴욕 서부와 이어주는 중요한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대학생부터 트럭 운전수까지, 

모두가 이용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매일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을 

가로질러 목적지에 도달하려 오스베고 고속도로 남서쪽을 이용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 이 

도로를 특별히 더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개선이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오스베고 카운티 입법부 의장 케빈 가드너는 말합니다. “쿠오모 주지사 그리고 드리스콜 

국장은 뉴욕의 인프라 개선을 크게 진보시켰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여기 오스베고 

카운티의 안전 개선에 대한 니즈를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SUNY 오스베고 학장 

데보라 스탠리는 이 시스템의 가장 훌륭한 기관 중의 하나가 되기 위해 이 학교를 

성장시켜왔으며, 대학 인근과 관련된 프로젝트 구성 요소는 학생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경험을 증진시켰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스베고 

카운티를 발전시킬 다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공사는 두 건설 시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2017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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