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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684번 주간고속도로 재포장 프로젝트에 최대 1,300만 달러 지원 발표  

  

도로 포장 품질을 개선하고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안전을 향상하는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베드포드 지역에 위치한 

해리스 로드(Harris Road)부터 6번 출구에 이르는 684번 주간고속도로의 2마일 구간 

재포장을 위한 프로젝트 작업이 시작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미드 허드슨 

지역에 위치한 이 남북 이동의 주요 통로에 최대 1,300만 달러를 제공하여 통근자와 

주민들에게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고 안전을 강화합니다. 프로젝트 실행 기금은 

주지사와 뉴욕주 입법부의 협력으로 확보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 걸쳐, 우리는 지역의 소통을 

개선하고 여러 경제적 측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프라에 핵심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주민과 방문객들은 이 기금 덕분에 

머지 않아 중요한 I-684 섹션에서 더 나은 승차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저는 고속도로의 

중요 구간 재포장 필요성을 인식해주신 뉴욕주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소재인 섬유 강화 아스팔트 포장은 I-684 및 5번과 6번 

출구의 입구와 출구 램프에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콘크리트 포장 표면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이드레일 교체, 교통 신호 체계 수리, 배수 구조물 

세척과 변경, 배수조 수리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의 운전자 우선 계획(Drivers First Initiative)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중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차선이나 갓길 

폐쇄가 필요한 작업은 야간 시간대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자의 눈부심과 

주의력 분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야간 작업에는 풍선 조명이 활용될 것입니다. 이 특수 

조명은 장비에 부착되어 빛을 확산시키고 부드럽게 하며 분산합니다.  

  

공사는 2019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Marie Therese Dominguez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지도력 아래 뉴욕주가 

최신 기술과 소재를 사용하여 교통망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가장 중요한 여행 통로 중 한 곳을 이동함에 따라, 이 

프로젝트에서는 더 내구성이 뛰어난 도로 표면을 제공할 것입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뉴욕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수적이기에 지역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상원 민주 다수당의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저는 Shelley Mayer 상원위원 

및 Pete Harckham 상원위원의 놀라운 지지 덕분에 주정부 및 지자체 시설(State and 

Municipal Facilities, SAM) 보조금을 확보하게 되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이 기금은 이 

중요한 통로를 활용하는 현지 주민, 통근자 그리고 기업을 위해 I-684 도로 2마일 구간을 

재포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helley May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업이 절실히 필요했던 2마일 

구간의 도로를 재포장하기 위해 Cuomo 주지사와 Andrea Stewart-Cousins 다수당 

총무가 협력을 통해 이 기금을 제공해주셔서 무척 기쁩니다. 제가 뉴욕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I-684 구간의 재포장 필요성은 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교통부, 

베드포드 타운, Pete Harckham 상원의원, David Buchwald 하원의원과 함께 협력하여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이 작업에 필요한 기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헌신해주신 Andrea Stewart-Cousins 다수당 총재와 끈질기게 압력을 행사해주신 

Chris Burdick 베드포드 타운 슈퍼바이저, 강력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신 뉴욕주 교통부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Peter Harckham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올버니의 새 

민주 다수당 덕분에, 위험할 정도로 보수가 늦어졌던 I-684 웨스트체스터 구간에 마침내 

오랫동안 절실했던 중대한 수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간선의 개선은 

웨스트체스터와 퍼트넘 카운티 운전자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향상하게 될 것입니다. 

절실했던 도로 수리를 이루기 위해 함꼐 노력해주셨던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총재와 Shelley Mayer 상원의원, David Buchwald 하원의원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David Buchwald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회는 반드시 필요했던 

작업에 기금 제공을 단호하게 지원해주셨던 수 많은 선출직 공무원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특히 I-684 최종 구간의 재포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뉴욕주 상원의 동료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수천 수만의 

운전자들이 매일 더 매끄럽고 조용하게,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Chris Burdick 베드포드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 년간의 지지 끝에 

마침내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일 이 도로를 오가는 엄청난 

수의 운전자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이는 우리 주민과 통근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Kitley Covill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포드 주민들과 주변 

지역 및 특히 거의 매일 사고에 대응하고 있는 자원 봉사 긴급 단체에게 있어 684 도로의 

재포장은 가장 우선시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수 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위해 싸워온 분들을 위해 카운티의 목소리를 빌려드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셀 수 없는 시간을 쏟은 Shelley Mayer, 

David Buchwald, Peter Harckham에게 특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작업 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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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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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교통 정보는 5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www.511NY.org를 방문해 찾아보실 수 

있으며 Google Play와 App Store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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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book.com/NYSDOT도 방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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