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780만 달러 규모의 컬럼비아 카운티 루트 281 프로젝트 건설 2단계가 

거의 완료되었음을 발표  

  

이동량이 많은 도로 1.4 마일을 개선하고 드라이 강(Dry Creek)의 교량을 교체하는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트랜드빌 타운 및 코트랜드 시의 뉴욕 주 루트 

281의 1.4 마일 구간을 확장 및 재구성하는 1,78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 

II단계의 일부 작업이 상당부분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다각적 프로젝트에는 

중요 고속도로 건설, 전력회사와의 조정 작업, 대규모 배수 시스템 추가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재건 프로젝트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중요한 교통 안전을 개선하고, 혼잡한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완화합니다. 뉴욕주 전역의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면 주민과 운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길을 닦을 수 있습니다.”  

  

Luker Road에서 Fisher Avenue로 이어지는 건설 작업 2단계는 2008-2009년 프로젝트 

I단계에서 기존 시행된 도로 개선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완료된 공사에는 I-

81에서 코트랜드를 거쳐 이사카로 이동하는 운전자가 이용하는 도로의 가장 상업적으로 

개발된 구간인 루트 281 1.4마일 구간을 확장 및 재구성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새로이 

확장된 도로 구간은 선회 차선을 추가하고 차선을 두 배로 늘려 운전자가 시 및 타운 경계 

내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 작업과 소규모 식수 프로젝트가 끝나면 

프로젝트가 완료됩니다.  

  

아울러, 이 작업 단계에서 드라이 강(Dry Creek) 교량은 접근로에 해당되는 차선과 

갓길로 교체되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추가 저류 연못을 갖춘 폐쇄형 배수 시스템 설치, 

5개의 교통 신호등 교체를 포함한 교차로 개량 작업, 루트 281의 양측을 따라 보도를 

추가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 Matthew J. Drisco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코트랜드 카운티의 재화 및 서비스 운송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킵니다. 뉴욕주 도로와 교량은 경제 발전 기회의 통로이며, 이 

프로젝트는 매일 이 도로에 의존하는 코트랜드 카운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James L. Sewar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고한 인프라는 공공 안전과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고속도로 개선 프로젝트는 코트랜드 카운티에서 일하며 

매일 루트 281을 이용해 이동하는 주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트랜드 카운티의 

미래를 위한 이 공사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에 감사드립니다.”  

  

Barbara Lift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처럼 통근자와 주민 모두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 II단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진행 중이던 이 프로젝트는 루트 281의 교통 흐름을 크게 

개선하고 교량을 교체할 것입니다. 카운티 전역의 다리와 도로가 노쇠해 가는 시점에 

뉴욕주가 책임을 지고 인프라 개선 작업을 계속해 주신 것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Donnell Boyden 코틀랜드 카운티 의회 (Cortland County Legislativ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트랜드 카운티를 대표하여,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의 루트 281 

재건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이 도로는 핵심 인프라의 

일부이며, 코트랜드 카운티의 지역 비즈니스 및 상업 활동 확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의회는 이 프로젝트 진행 시 커뮤니티를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 일자리를 창출한 

현지 계약업체 Economy Paving의 훌륭한 업적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Brian Tobin 코틀랜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시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DOT에 감사드립니다. 

프로젝트의 적시성 및 프로젝트가 초래한 최소한의 혼잡과 교통 혼잡 경감 효과에 매우 

감명 받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신 교통정보를 확인하시려면 511번에 전화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www.511NY.org 

또는 모바일 사이트 m.511ny.org 를 방문하십시오.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 (교통부)를 

팔로우하세요: @NYSDOT.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 Facebook.com/NYSD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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