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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ALBANY의 787번 주간 고속도로 재건 프로젝트 (INTERSTATE 787 

REHABILITATION PROJECT)의 완료 발표 

 

노동절 주말을 앞두고 주요 도로 및 교량 재건 완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Albany의 9W번 도로 (McCarty Avenue)와 3B번 출구 

(Madison Avenue) 근처의 5번 도로 사이의 787번 주간 고속도로의 남쪽 일부 구간을 

재건하는 3천만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완료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교량받침 

수리작업과 교량 페인트작업은 9월까지 계속 되지만, 남아있는 작업들은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통 인프라는 우리 경제의 생명선입니다. 따라서 현재 뉴욕 주민과 미래의 

차세대 뉴욕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좋은 상태로 보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도로는 

수천명의 뉴욕주 주도 지역 (Capital Region) 주민을 위한 중요한 교통 동맥이므로, 이 

프로젝트를 노동절을 앞두고 완료한 것은 주말 휴일기간과 그 이후에도 좀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에 시작해서 콘크리트 도로 재포장공사와 6개 교량의 재건공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업 대상은 787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이어진 32번 도로, 고속도로 

서쪽 방면 연결 진입로, 5번 도로의 북쪽과 남쪽, 32번 도로와 브로드웨이의 북쪽과 남쪽 

교량들의 상판 수리, 교량 연결부위와 교량받침 교체, 교량의 기타 콘크리트 및 강철부분 

수리였습니다.  

 

Matthew J. Driscoll 뉴욕주 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수만명의 통근자, 

장거리 여행자, 화물 차량이 이용하는 787번 주간 고속도로의 남쪽 일부 구간은 Albany 

다운타운에서 고속도로와 90번 주간 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뉴욕주 주도 지역과 다른 

주를 위한 교통 인프라의 핵심 부분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운전자 우선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를 구축하는 동안 건설작업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표지판, 가이드 레일, 도로 포장 표시가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배수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Neil Bresl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복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787번 주간 고속도로는 뉴욕주 주도 

지역의 대단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제 완료된 이 도로의 개선으로, 주민과 통근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John T. McDonald II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87번 주간 고속도로는 

뉴욕주 주도 지역의 주요 관문이고 이동의 요충지이므로, 수리 및 업그레이드 작업이 꼭 

필요했던 곳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곧 완료된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노력이 수반되어서, NYSDOT와 Cuomo 주지사님이 훌륭하게 업무를 마쳤다고 

증언해 줄 일반 여행자들에게 최소한의 불편만을 끼치면서 완료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반 

여행자들은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 왔습니다. 요구가 큰 만큼 저도 뉴욕주 주도 지역 

전체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회수를 

위한 몇년의 기간을 만회하고자 자원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Patricia Fah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신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787번 주간 고속도로는 뉴욕주 주도 

지역 교통망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프로젝트의 완료는 또한 우리 지역사회와 

경제를 지원하면서 운전자들의 이동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Daniel P. McCoy, 카운티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Albany로 통하는 도로의 

개선과 복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뉴욕주 교통부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필수적인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돕고, 도시와 고속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하도록 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Kathy M. Sheehan, Albany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87번 주간 고속도로의 작업 

완료는 이 중요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환영할만한 발전입니다. 

이 도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람들을 뉴욕주 주도로 수송하고, 지역 경제를 뉴욕주 

주도 지역에 연결시킵니다. 우리의 위대한 도시에 투자해서,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실현시키신 Cuomo 주지사님, Driscoll 교통부 장관님, 뉴욕주 교통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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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도 방문해 주세요: facebook.com/NYSDOT. New York State DOT Region 

1(뉴욕주 주도 지역 포함)에서 트윗하기 위해서, @NYSDOTAlbany를 팔로우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twitter.com/NYSDOT
http://www.facebook.com/NYSDOT
https://twitter.com/NYSDOTAlbany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