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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860만 달러 규모의 클린턴 카운티 190번 주도로(STATE ROUTE 190) 

재건 공사 발표  

  

다음 주 알토나와 비크먼타운에서 착공 예정  

  

190번 주도로 구간, 매일 차량 5,100대 수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두 개의 대형 터널식 배수로(culvert)를 포함하여 

190번 주도로(State Route 190)의 약 2마일 구간을 재건하는 860만 달러 규모의 공사가 

클린턴 카운티 알토나와 비크먼타운에서 다음 주에 시작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이동성과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바, 주정부는 주 전역의 고속도로와 교량에 

투자함으로써 그 시설의 장기적 존속력과 신뢰성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교통량이 많은 노스 컨트리 노선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룸으로써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후 상업적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 공사는 190번 주도로(State Route 190)의 앳우드로(Atwood Road)와 

라플란테로(LaPlante Road) 사이 약 2마일 구간을 재건하고 그와 함께 대형 배수 시설 

2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 고속도로 재건공사에는 시거(視距, sight distance)를 

개선하고 교통 안전성을 높일 약간의 선형 변경(alignment change)이 포함됩니다. 새 

가이드레일과 도로표지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Cathy Calhoun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은 경제의 핵심인 바, Cuomo 주지사께서는 

사람들이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와 수십 건의 유사한 공사가 지역사회 사이의 교통을 유지하고 기업과 

농업, 관광을 지원합니다.”  

  

공사 기간 중, 공사 구간에는 임시 교통신호등과 신호수의 통제를 받는 교대식 양방향 

통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공사는 2018년 늦가을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etty Littl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린턴 카운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이번의 대대적 투자로 알토나와 비크먼타운 사이의 이 대동맥에 필수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대표하는 노스 컨트리에 너무나 긴요한 대형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후원해주신 Cuomo 주지사님과 교통부에 감사드립니다.”  

  

Billy Jon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컨트리의 도로 및 교량 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시설을 매일 이용하는 통근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클린턴 카운티 운전자들을 위해 교통 기반시설을 최신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해주시는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클린턴 카운티 의회(Clinton County Legislature) Harry McManus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항상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촉진되었습니다. 190번 

도로(Route 190)는 매일 수천 명의 운전자들을 목적지까지 연결합니다. 이 도로의 2마일 

구간을 재건하는 이번 공사를 통해 그 안전성과 장기적 존속력이 유지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클린턴 카운티에 투자하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운전자들은 작업 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2배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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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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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시려면 511로 전화하시거나 www.511NY.org 방문 또는 새 

모바일 사이트 m.511ny.org에 로그인하세요.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 (교통부)를 

팔로우하세요: @NYSDOT.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도 방문해 주세요: 

facebook.com/NYS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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