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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에서 시행하는 1천 1백 6십만달러 규모의 도로 재포장 

프로젝트 발표  

 

12마일 이상의 손상된 도로 재포장  

 

운전자 우선 정책 (Drivers First Initiative)의 일환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야간 작업 

 

도로 및 교량에 대한 뉴욕주의 기록적인 2백 7십억달러 규모의 보완 공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롱아일랜드의 12.3 마일 도로를 재포장하는 1천 1백 6 

십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를 내일 시작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재포장 공사는 지난 수년 동안 혹독한 겨울 날씨로 손상을 입은 도로를 복구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Islip의 소도시들에 있는 454번, 114번, 25번, 106번, 

110번 뉴욕주 도로들과 Suffolk 카운티에 있는 Riverhead, Huntington, East Hampton의 

마을들 및 Nassau 카운티에 있는 Oyster Bay의 소도시들이 포함됩니다.  

 

“사회간접시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회복가능하게 유지되는 것은 롱아일랜드 

주민과 롱아일랜드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에서 가장 바쁜 도로 중 일부가 이런 과제를 충족시켜서, 자연이 

어떤 방식으로 변하든지간에 무엇이든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확실히 도울 것입니다.”  

 

운전자, 보행자, 지역 주민, 지역 사업체들이 겪는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 구획별로 작게 나누어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의 야간 시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상부 포장면을 제거한 뒤 새로운 아스팔트를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통 신호 체계를 교체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표시하고, 가시성이 좋은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포함하여 새로운 노면 표시가 만들어 질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에는 

또한 공사 대상 도로의 배수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배수 구조의 청소 및 보수 작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보수 예정 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454번 뉴욕주 도로 13th Avenue에서부터 Islip의 27번 뉴욕주 도로까지 

 114번 뉴욕주 도로 27번 뉴욕주 도로에서부터 East Hampton의 Stephen 

Hands Path까지 



 25번 뉴욕주 도로 Wading River Manor Road에서부터 Riverhead의 25A번 

뉴욕주 도로까지 

 106번 뉴욕주 도로 25A번 뉴욕주 도로에서부터 Oyster Bay의 Bay 

Avenue까지 

 110번 뉴욕주 도로 Henry Street에서부터 Huntington의 Lowndes Avenue까지 

 

Matthew J. Driscoll 뉴욕주 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로 우리는 

롱아일랜드의 중요한 교통망을 강화하고 있고, 모든 운전자들이 우리 도로를 훨씬 

부드럽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항상 

운전자의 편의를 최우선시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로 야간에 작업하여 공사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겪을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배수구의 찌꺼기 받이를 청소하는 것과 같은 일부 작업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교통량이 적은 낮 시간동안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가능할 경우, 교통 흐름은 각 

방향으로 1개 차선씩 확보하면서 옮겨질 것입니다. 도로가 너무 좁아서 2개의 통행 

차선이 확보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대안으로 1개 차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사 장비를 

배치하기 위해서 모든 차선이 일시적으로 폐쇄될 수 있습니다.  

 

공사는 2017년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Lee Zeldin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원의 교통 및 사회간접시설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우리 나라의 사회간접시설을 보수하는 일은, 특히 우리의 도로와 교량의 

경우는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께서 Islip, East Hampton, Riverhead를 포함하여 제 지역구의 도로들이 보수될 

것이라고 발표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횡단 보도는 롱아일랜드에서 보행을 편하게 하고 자전거가 잘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돕는 차원에서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도로, 고가도로 및 교량은 

롱아일랜드 경제, 삶의 방식 그리고 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뉴욕주와 지역 

정부가 우리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고, 유연성을 갖추며, 교통 

안전, 일자리 창출, 경제 전반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Ken LaVall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로의 구덩이에 신경쓰지 

않으며 다른 결함들이 없이 안전을 유지하는 도로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Carl L. Marcelli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번의 겨울 시즌동안 

롱아일랜드의 도로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여행하든지 

상관없이, 운전자들은 동굴처럼 파인 도로의 구덩이들을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동차의 타이어, 완충장치, 차바퀴의 정렬장치등이 Glen Cove에서부터 Montauk 

까지의 도로를 지나는 동안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이렇게 손상을 주는 도로를 

복구하는 공사를 바로 시작해서, 매일 이 도로를 의지하면서 거주하고 일하며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Tom Croci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와 교체가 많이 필요한 도로들을 위해서 

롱아일랜드에 이러한 자원들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있는 주지사님과 교통부에 

감사드립니다. 야간 작업을 실시해서 우리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배려해 주신 점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Phil Boyl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사회간접시설의 척추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우리 통근자 수십만명을 위하여 유지보수를 

통해서 좋은 도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정책 

집중이고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롱아일랜드 도로를 개선 목록 중 가장 우선하는 일로 

선정해 주셔서 Cuomo 주지사님과 교통부에게 감사드립니다.” 

 

Fred Thiel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East Hampton 마을의 114번 

뉴욕주 도로 27번 뉴욕주 도로에서부터 Stephen Hands Path까지 2개의 마일 구간을 

포함하여 롱아일랜드에서 12.3마일의 뉴욕주 도로를 재포장하는데 1천 1백 6십만 

달러를 확보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114번 뉴욕주 도로는 

롱아일랜드 동부에서 남쪽 방향으로 갈라주는 주요 도로이며, 주민, 상인, 관광객들의 

통행량이 대단히 많은 도로입니다. 저는 주지님께서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114번 

뉴욕주 도로의 손상을 광범위하게 복구하는 첫 번째 조치를 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Michael Montesan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우리가 106번 

뉴욕주 도로가 재포장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뉴스에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필수적인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운전 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통근 환경을 상당히 안전해지도록 개선해 줄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초강력 

태풍 Sandy와 기타 혹독한 기후를 몰고온 폭풍들에 의해서 상당히 손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 필수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시작하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Chad A. Lupinacc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혹독한 

날씨와 우리의 교통 인프라에 분명히 타격을 가할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도로를 보수하고 준비하는 필요한 조치를 뉴욕주가 취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교통 인프라는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므로 적절하게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지역 기업체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거나 롱아일랜드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여행하는 것이 힘들어 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뉴욕주가 혹독한 날씨에 대비하여 

의미있는 조치를 취해서, 여행을 하는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우리의 도로, 교량, 

터널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Edward P. Mangano, Nassau 카운티 집행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는 우리의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공약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106번 도로의 재포장으로 주민과 기업은 똑같이 분명하게 혜택을 볼 

것입니다.” 

 

Steve Bellone, Suffolk 카운티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역 도로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우리 카운티 전 지역의 수많은 운전자들과 기업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저는 Suffolk 카운티가 지원금의 공정한 몫을 받아서, 롱아일랜드를 



위한 우선순위로 사회간접시설을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 다시 한번 보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Paul F. Rickenbach, Jr., East Hampton 마을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ast 

Hampton의 마을들은 주지사님과 이 포장 프로그램에 속한 114번 뉴욕주 도로를 

포함해서 뉴욕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 보수 공사는 대단히 필요합니다. 저희는 

114번 도로가 이 마을에서 통행량이 아주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공사의 완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ngie Carpenter, Islip 타운 행정집행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은 잘 

관리된 도로에 의지해서 생활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의 우려에 

귀기울이셔서, 중요한 일련의 사회간접시설 보수공사로 응답하시는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운전자들은 작업 구간에서 과속을 할 경우 2배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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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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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교통정보를 확인하시려면 5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www.511NY.org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서 NYSDOT를 찾으시고, 트위터에서 뉴욕주 교통부를 팔로우 해주세요: 

@NYS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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