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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여섯 개 주도 지역 교량을 개조하는 46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발표  

  

프로젝트, 전 지역에서 운전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사라토가, 워런, 올버니 카운티의 여섯 개 교량을 

개조하기 위한 460만 달러 규모의 2개년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운전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주도 지역 전역에서 사람과 

상업의 흐름을 유지하는 필수 교량의 서비스 수명을 연장할 것입니다. 교량으로 

접근하는 도로의 재포장, 교량 데크, 연결부위, 콘크리트, 가이드레일 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21세기 인프라의 건설을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역사적인 주정부 

공약의 일환으로 모든 뉴욕 주민이 현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경제가 발전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입증된 경제 개발 전략으로, 

이곳 뉴욕에서 우리는 주 전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기 위한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도 지역의 교량을 현대화하기 위한 해당 지원금을 통해 지역 교통망을 

강화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개선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리되고 있는 첫 교량은 사라토가 카운티 먼로 타운 

애디론댁 노스웨이(Adirondack Northway)(87번 주간도로(Interstate 87))를 지나는 

버틀러 로드 브리지(Butler Road Bridge)이며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와 새 애디론댁 

웰컴센터(Adirondacks Welcome Center) 남쪽에 있습니다. 타운에서 삼림이 우거진 

부분에 있는 해당 교량에는 매일 약 1,000대의 차량이 지나다닙니다. 해당 작업을 하는 

동안 버틀러 로드 브리지(Butler Road Bridge)의 교통은 신호등이 통제하는 대체 차선 한 

개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작업은 9월 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업은 워런 카운티 퀸스버리 타운의 18번 출구(Exit 18) 북부, 루제른 로드(Luzerne 

Road)를 지나가는 애디론댁 노스웨이(Adirondack Northway)(87번 주간도로(Interstate 

87)) 북쪽 방향 교량 및 남쪽 방향 교량에서 7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루제른 



 

 

로드(Luzerne Road)(노스웨이(Northway) 아래)에서 여름 내내 차선 폐쇄가 이루어지고 

교통 관리자가 깃발로 교통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스웨이(Northway) 피크 시간을 피해 차선을 폐쇄할 것이며 노동절(Labor Day) 

이후까지 폐쇄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교량 공사는 2020년 여름 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개조되는 교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라토가 카운티 사라토가 타운 그레인저빌 마을의 피시크릭(Fish Creek)을 

지나는 29번 도로 교량(Route 29 Bridge). 작업은 올해 늦여름에 시작하여 주중에 

진행될 것이며 가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 7번 주 도로(State Route 7)를 지나는 9번 도로 교량(Route 9 Bridge)은 올버니 

카운티 콜로니 타운 래섬 주민 사이에서 '7번 대체 도로(Alternate Route 7)'로 

알려졌습니다. 작업은 2020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 올버니 카운티 콜로니 타운 래섬의 7번 주 도로(State Route 7)를 지나는 올드 

루던 로드 브리지(Old Loudon Road bridge). 작업은 2020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Marie Therese Dominguez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으로 주정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역에 크고 작은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의 

교량에서 저희가 시행하는 중요 보수 작업을 통해 거주민과 방문객이 모두 지역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고 지역 경제와 삶의 질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Daphne Jord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도 지역 전체에서 중요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안전성과 안도감을 키우고 상업 및 지역사회 연결성을 

개선하여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똑똑한 투자입니다. 노스웨이(Northway)를 

지나가는 버틀러 로드(Butler Road) 다리, 피시크릭(Fish Creek)을 지나가는 29번 

도로(Route 29) 다리를 개조하기 위한 수백 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발표는 그레인저빌, 

스카일러빌, 먼로, 이웃 지역사회 거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운전자와 상업 

흐름을 돕기 위한 연결성 강화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영하는 사라토가 카운티에 좋은 

소식입니다. 43번 상원 선거구 전역에서 해당 프로젝트와 기타 필수 인프라 개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지원해주신 Marie Therese Dominguez 주 교통부(DOT) 

커미셔너께 감사드립니다."  

  

Betty Littl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뉴욕주가 계속해서 우리의 

낡은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역 도로 및 다리 개조 및 수리는 노스 

컨트리 공공 안전 및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계속해서 우수한 작업을 

해주시는 커미셔너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Neil Bresli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활동이 증가하며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다리를 잘 관리하면 주도 지역에서 공공 안전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이 계속해서 촉진됩니다."  

  

Carrie Woern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주 지원금을 주신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로와 다리를 관리하는 것은 거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 작업의 시작이 기대됩니다."  

  

Daniel G. Stec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선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다리가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어 기쁩니다. 우리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은 정부가 시행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계획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Phillip Ste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번 도로(Route 9)는 거주민들이 가야 

하는 곳에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돕고 사업체가 상품을 효과적으로 운송할 수 있게 

하므로 110번 어셈블리 디스트릭트(110th Assembly District) 거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7번 대체 도로(alternate Route 7)를 지나가는 다리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인프라 수명을 늘리고 도로 안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사라토가 카운티 감리위원회(Saratoga County Board of Supervisors)의 Kevin J. 

Tollisen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토가 카운티는 카운티의 도로와 다리를 

개선하기 위해 뉴욕주 교통부(NYS DOT)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라토가 카운티는 거주민의 안전성 및 장기적 경제 효과를 위한 이번 

인프라 개조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워런 카운티 감리위원회(Warren County Board of Supervisors)의 Ronald Conover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제른 로드(Luzerne Road)는 지역사회 안에서 필수적인 

연결망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거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해질 노스웨이(Northway) 

다리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스웨이(Northway)가 퀸스버리에 제공하는 접근성으로 

운전자는 쉽게 방문할 수 있게 만들고 지역 사업체를 지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Daniel P. McCoy 올버니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표는 특히 

올버니 카운티와 주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사회에 기쁜 소식입니다. 

국가적 수준에서 진행하는 종합적 인프라 계획이 필요한 이때 뉴욕은 경제 개발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도로 및 다리 투자에 앞서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신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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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운전자들은 공사 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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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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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교통정보를 확인하시려면 511번에 전화 문의하시거나, http://www.511NY.org 또는 

모바일 사이트 m.511ny.org를 방문하십시오.  

  

트위터에서 뉴욕주 교통부(DOT)를 팔로우하세요. @NYSDOT. 페이스북에서 

facebook.com/NYSDOT를 찾아주세요. 뉴욕주 교통부 1지구(New York State DOT 

Region 1)(주도 지역 포함)의 트윗을 확인하시면 @NYSDOTAlbany를 팔로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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