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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스태튼섬 하일런 대로 남행교 완공 발표 

 

남행교 목요일 개통 – 일정보다 4개월 빨리 완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스태튼섬 고속도로(Staten Island Expressway)를 

가로질러 동쪽 방향 Narrows Road South와 서쪽 방향 Narrows Road North를 연결하는 

하일런 대로 다리(Hylan Boulevard Bridge) 남행교 재건축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남행교와 북행교 모두를 재건축하는 1천만 달러 공사의 일부인 남행교는 

원래 일정보다 4개월 빠른 9월 1일 목요일부터 전면 개통됩니다. 

 

"교통망에 대한 투자는 경제를 굳건히 하고 뉴욕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통근자와 주민들이 이 다리를 이용하고 있는 바, 이번 증개축은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다리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공사는 2015년 1월에 시작되어, 교량 상판을 교체하고 교량 노면과 및 접근로를 

재포장하고 조명과 방벽, 난간, 인도를 새로 설치하고 노면 표지를 다시 칠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수많은 개선 작업의 일부로서, 두 교량 아래에 전기도관이 설치되었으며 

Narrows Road South에는 동쪽 방향 스탠튼섬 고속도로 입구에 새 신호등도 

설치되었습니다. 북행교는 2016년 가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Diane Savi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치구에서는 기간시설 개선보다 더 

긴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전국에서 가장 긴 통근 거리를 가진 이 자치구를 위해 

주지사와 행정부가 이 공사를 예정보다 일찍 해낸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Andrew Lanza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행교가 예정보다 일찍 완공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교통청(NYS DOT)이 수행한 이 

기반시설 개선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행로를 현대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Matthew J. Driscoll 뉴욕주 교통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일런 대로 다리 공사는 

뉴욕주 교통청이 스탠튼섬의 교통 기반시설을 현재와 미래의 필요에 맞춰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다리가 조기에 완공됨으로써 

운전자들은 악천후가 잦은 겨울철은 물론, 붐비는 노동절 연휴 이전부터 새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신 교통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5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www.511NY.org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에서 뉴욕주 교통청(NYS DOT)을 팔로우하세요(@NYSDOT_NYC). 페이스북도 

방문해 주세요(facebook.com/NYS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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