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큐 가든스 인터체인지(KEW GARDENS 

INTERCHANGE) 제3단계 프로젝트 발표  

  

남쪽 방향의 노후화된 밴 위크 익스프레스웨이(Van Wyck Expressway)를 교체하고 

새로운 출구를 건설하게 될 프로젝트  

  

밴 위크 익스프레스웨이(Van Wyck Expressway)의 확장 및 북쪽 방향의 새로운 

고가도로의 건설을 완공한 제1단계 및 제2단계 공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센트럴 퀸즈에서 현재 진행 중인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큐 가든스 인터체인지(Kew Gardens interchange) 제3단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 

상의 기존의 노후화된 남쪽 방향의 2차선 밴 위크 익스프레스웨이(Van Wyck 

Expressway) 고가도로를 연속 3차선 고가도로로 대체한 후, 서쪽 방향의 유니언 

턴파이크(Union Turnpike) 유료 고속도로와 재키 로빈슨 파크웨이(Jackie Robinson 

Parkway)에 새로운 출입구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밴 위크 익스프레스웨이(Van Wyck 

Expressway)의 3 개 차선은 또한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의 2 

개 차선과 더 먼 거리에서 합쳐질 것입니다. 공사기간 2.5년의 이 계약은 이 

인터체인지에서 완공된 2 개의 이전 단계 프로젝트의 뒤를 잇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 및 교량에 대한 우리의 혁신적인 투자는 

뉴욕주 전 지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큐 가든스 인터체인지(Kew Gardens 

Interchange) 프로젝트를 통해 노후화되는 인프라가 활성화되고 퀸즈 지역사회의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요 프로젝트의 제3단계는 처음 두 개의 다리로 이미 달성된 

개선사항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는 뉴욕 주민들의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Cathy Calhoun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큐 가든스 인터체인지(Kew Gardens 

Interchange)에서 이루어지는 제3단계의 광범위한 개선을 통해, 우리는 뉴욕시에서 매우 



중요한 이 회랑구간을 따라 Cuomo 주지사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이 효율적으로 흘러갈 경우, 운송 물품이 해당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고 사람들은 제시간에 현지 공항에 도착해서 일을 보게 되며 관광객들은 뉴욕시와 

뉴욕주가 자랑하는 환상적인 관광지에 쉽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제2단계에서 건설된 북쪽 방향의 새로운 고가도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쪽 방향의 이 

새로운 고가도로는 강철 빔에 대한 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긴 서비스 수명을 

제공하고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는 이음매가 없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건설될 것입니다. 

이 고가도로의 바닥은 또한 도로에 뿌려지는 소금으로 인한 바닥 표면 노후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 철근을 사용하여 공사할 예정입니다.  

  

매일 20만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큐 가든스 인터체인지(Kew Gardens interchange)는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 밴 위크 익스프레스웨이(Van Wyck 

Expressway), 재키 로빈슨 파크웨이(Jackie Robinson Parkway), 유니언 턴파이크(Union 

Turnpike) 유료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복잡한 교차 구간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 DOT)는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4 건의 

인터체인지 관련 공사 계약을 통해 여러 가지 운영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제4단계 공사는 여러 해 동안 방치해온 병목 현상을 제거함으로써 678번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678 (Van Wyck Expressway)),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 재키 로빈슨 파크웨이(Jackie Robinson Parkway)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완공된 제1단계 공사에는 밴 위크 익스프레스웨이(Van Wyck Expressway)의 일부, 북쪽 

방향의 밴 위크(Van Wyck)에서 서쪽 방향의 퀸즈 블러버드(Queens Boulevard)로 

나가는 경사로 출구, 밴 위크(Van Wyck) 상의 교량 4개,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상의 

밴 위크 브리지(Van Wyck Bridge)와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상의 퀸즈 블러버드 

브리지(Queens Boulevard Bridge) 등의 재건축 공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또한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와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사이의 북쪽 방향 및 남쪽 방향의 양방향 밴 웨이크(Van Wyck) 

도로에 보조 차선을 건설하고 힐사이드 애비뉴(Hillside Avenue)의 남쪽 방향으로 전용 

출구 차선을 제공하는 공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제2단계 공사 또한 완공되었습니다. 제3단계 공사가 완공될 경우, 3 개의 주행 차선을 

갖춘 새롭고 더 확장된 북쪽 방향의 밴 위크 익스프레스웨이(Van Wyck Expressway) 

고가도로가 건설될 것입니다. 또한 재키 로빈슨 파크웨이(Jackie Robinson Parkway)와 

유니언 턴파이크(Union Turnpike) 유료 고속도로를 북쪽 방향의 밴 위크 

익스프레스웨이(Van Wyck Expressway)와 연결하는 1차선 경사로는 새로운 2차선 

경사로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 연결 

경사로를 건너는 동쪽 방향의 유니언 턴파이크 브리지(Union Turnpike bridge)에 새 

상판이 설치되었고, 유니언 턴파이크(Union Turnpike) 유료 고속도로와 재키 로빈슨 



파크웨이(Jackie Robinson Parkway)가 합쳐지는 교량에 새 상판과 철제 대들보가 

설치되었습니다.  

  

제4단계 공사는 현재 예비 엔지니어링/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 있으며 설계 및 시공 일괄 

계약에 따른 조달 절차(Design Build procurement process)는 2017년 11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Grace Meng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큐 가든스 인터체인지(Kew Gardens 

interchange) 제3단계 공사가 현재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안전성과 도로 상태를 개선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주지사님과 뉴욕주 교통부(NYS DOT)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치구 전 지역의 

중요한 인프라에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Joseph P. Addabbo J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재건축 

프로젝트와 그 이익의 다음 단계에 대해 환영합니다. 큐 가든스(Kew Gardens)의 제 

선거구 주민들과 그 주변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교통 

구간에 대한 좌절감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의 일자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퀸즈 전체의 교통 인프라가 분명히 개선되는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Leroy Comri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프로젝트의 제3단계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니 대단히 기쁩니다. 큐 가든스 

인터체인지(Kew Gardens interchange)의 이러한 개선을 통해 매일 이곳을 통과하는 

수많은 뉴욕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신속한 통근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교통 인프라를 재건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Karen Koslowitz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큐 가든스 인터체인지(Kew 

Gardens interchange)는 수십 년 동안 차량 운전자들의 악몽이었습니다. 주지사님과 

뉴욕주 교통부(DOT)는 이 사실을 인식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직 재건축이 완전히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완공된 공사를 통해 

밴 위크 인터체인지(Van Wyck interchange) 북쪽 방향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는 그랜드 센트럴(Grand Central)의 교차점에서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이 계획의 제3단계 공사에 대해 알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밴 

위크(Van Wyck)의 남쪽 방향과 재키 로빈슨(Jackie Robinson)의 경우는 이제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Rory Lancman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큐 가든스 인터체인지(Kew Gardens 

interchange)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의 시작은 제 선거구 주민들과 우리 

지역사회에 대단히 좋은 소식입니다. 현대적인 인프라는 번영하는 경제의 핵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인터체인지의 재건축을 계속해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운전자들이 공사 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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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번에 전화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www.511NY.org 

또는 모바일 사이트 m.511ny.org를 방문하십시오.  

  

뉴욕주 DOT 트위터 팔로우: @NYSDOT 및 @NYSDOT_NYC.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도 방문해 주세요: facebook.com/NYSD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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