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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이 브롱크스 셰리든 고속도로(SHERIDAN EXPRESSWAY) 대로
전환에 대하여 연방의 승인을 받음 발표

작업은 다음 주에 시작되며 인근을 재연결하고 브롱크스 주민의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늘림으로써 Robert Moses 시대의 계획 문제를 해결할 예정
프로젝트는 스타라이트 파크(Starlight Park)에서 브롱크스 리버(Bronx River)를 지나는
새 보행자 다리와 자전거용 양방향 도로를 포함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이 연방 고속도로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에서 주간 고속도로인 셰리든 고속도로(Sheridan Expressway)를
재설계하고 도로 포장을 하여 새 대로로 바꾸는 작업을 승인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브롱크스 리버(Bronx River) 워터프론트와 스타라이트
파크(Starlight Park)에 곧장 갈 수 있게 됩니다. 7,500 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Robert Moses 시대 계획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해당 계획의 결과 사우스
브롱크스(South Bronx)의 중심을 통과하는 주간 도로 때문에 워터프론트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가 브롱크스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고 진행 중인 노력의 일환이며 스타라이트 파크(Starlight Park)에서 브롱크스
리버(Bronx River)를 건너는 새 보행자 다리와 자전거용 양방향 도로를 포함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롱크스는 다섯 개 자치구 중 가장 활기찬
지역이며 이 프로젝트는 재활성화 및 성장에서 불필요한 장애를 겪고 있는 브롱크스
지역사회들을 재연결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게 될 것입니다. 셰리든
고속도로(Sheridan Expressway)를 주변 진화적인 대로로 전환하면 브롱크스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지역의 경제 성장도 촉진될 것입니다.”
Robert Moses 가 제안했던 초기 계획의 일환인 셰리든 고속도로(Sheridan
Expressway)는 뉴욕시에서 뉴 잉글랜드(New England)까지 주간 고속도로 체계를
연결할 목적이었습니다. 초기 제안은 해당 고속도로(Expressway)가 브롱크스 주(Bronx
Zoo)를 통과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큰 반대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도로의 약 1 마일만을 세웠고 접근이 제한된 고속도로(Expressway)로 지정했습니다. 이
도로는 주간 고속도로의 교통량 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현재 쓸모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사우스 브롱크스(South Bronx)의 중심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브롱크스 리버(Bronx River) 워터프론트와 스타라이트 파크(Starlight Park)에
가려면 돌아가야 합니다. 새롭게 개선되는 셰리든(Sheridan) 고속도로는 크로토나
파크(Crotona Park), 웨스트 팜스(West Farms), 사운드뷰(Soundview) 인근을
재연결하여 건널목 세 개가 있는 도시 대로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 대로는 보행자 및 자전거 친화적인 특징을 많이 갖출 예정입니다. 제닝스
스트리트(Jennings Street), 이스트 172 번 스트리트(East 172nd Street), 이스트 173 번
스트리트(East 173rd Street)의 새 평면 신호가 있는 보행자/자전거 건널목, 에지워터
로드(Edgewater Road)에서 스타라이트 파크(Starlight Park)와 브롱크스 리버
그린웨이(Bronx River Greenway)까지 이어지는 새 양방향 자전거 도로가 이에
포함됩니다. 브롱크스 리버(Bronx River)의 새로운 보행자 전용 다리는 스타라이트
파크(Starlight Park)를 강 건너편 다목적 도로에도 연결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보행자
다리가 완성되면 보행자들과 자전거 이용자들이 브롱크스 리버 그린웨이(Bronx River
Greenway)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대로는 넓은 중앙 분리대, 조경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 조명 등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 렌더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용 7,500 만 달러에는 설계, 건설, 건설 검사 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공사는 셰리든 고속도로(Sheridan Expressway) 근처로 이어지는 웨스트 팜스 로드(West
Farms Road)에서 9 월 23 일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해당 작업은 5 단계로 서쪽에서 동쪽
통로를 따라 진행되며 대규모 건설 완공은 내년 말로 예정되어습니다.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단순히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셰리든 고속도로(Sheridan Expressway) 변화 프로젝트는 인근을 재연결하고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므로 그 비전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그 지역의 거주지 발달과 잘 맞지 않는 반면, 통로는 브롱크스에서
사업체와 통근자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속도로의 상대적으로 적은 교통량 때문에 도시 대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대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건널목이 될 것이며
필요한 교통 서비스를 유지할 것입니다.

Luis Sepúlved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는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셰리든 고속도로(Sheridan Expressway) 변화 프로젝트는 그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인근을 재연결하고 야외 공간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경제적 기회를 늘릴 것입니다.”
Marcos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지역사회는 변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마침내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Ruben Diaz
Jr. 브롱크스 자치구 대표 덕분에 우리는 이 변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가 공원에 접근할 수 있게 개선하고 교통 흐름을 완화하며 새 스타라이트
파크(starlight park) 다리, 양방향 자전거 도로로 산책로를 확장할 것입니다. 이는
브롱크스인들에게 있어 굉장한 성취입니다.”
브롱크스 자치구의 Ruben Diaz J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전례없는 진보를 만들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연 자원과 관광지로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계십니다. 셰리든
고속도로(Sheridan Expressway) 대로 전환에 투자함으로써 주지사님께서는 그 노력을
지속하며 브롱크스 주민들과 자치구 방문객들이 워터프론트에 접근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 주민들에게 새 보행자 다리와 자전거 도로를
주고 인근에서는 구식의 쓸모 없는 도로를 제거하므로 윈윈입니다.”
Rafael Salamanca Jr. 뉴욕시 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대로는 개방된 공간과
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새 대로는 거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브롱크스를 경험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새 기회를 줄 것입니다.
셰리든 고속도로(Sheridan Expressway)를 대로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온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지역사회가 계속해서 협동할 것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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