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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올버니에서 1,960만 달러 규모의 85번 도로 구간 재건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고 발표 

 

이 조치로 안전성이 향상되고, 운전자가 더욱 쉽게 도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버니에서 1,960만 달러 규모의 85번 도로 구간 

재건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도로의 배수 및 구동 표면이 

상당히 개선되어 도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5번 도로는 주도 지역 교통망의 핵심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로 주민, 통근자, 방문자를 위해 한층 더 안전한 도로가 

되었습니다. 교통은 경제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85번 도로를 

개선하는 일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프라를 재구축하기 위한 우리 주정부 조치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 2.2 마일 재포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뉴욕주 Thruway 위의 85번 도로 교량에서부터 

90번 주간 고속도로(I-90)의 85번 도로 종착점에 이르는 구간까지의 1960년대에 

만들어진 노후화된 85번 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작업에는 Western 

Avenue에서 I-90까지의 85번 도로 구간 전체 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콘크리트는 제거되고 새로운 토대와 아스팔트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구간 내의 

모든 도로 지하 배수로는 개보수되거나 신규 배관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신규 오버헤드 

표지판 또한 설치되었습니다. 

 

추가로, 이 프로젝트 구간 내의 입출구 진입로가 재포장되었고, Lincoln Avenue, Zoar 

Avenue, 85번 도로 진입로의 교차로는 새로 포장되어 상태가 개선되었으며 모든 차선이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 정차하는 시스템(full-way stop)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11월에 완료될 예정인 간단한 건설후 보강 작업을 위한 

건설중 표지판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Matthew J. Driscoll 뉴욕주 교통부(DOT)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5번 도로는 

통근자, 학생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초 응급 대응팀들이 두개의 주요 주도 

지역 병원에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교통 도로입니다. 우리가 완료한 재건 

작업은 Cuomo 주지사님의 뉴욕주 도로와 교량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로 남을 것입니다.” 

 



Neil Bresli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프라에 대한 중요한 투자는 경제를 

번영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85번 도로 구간의 재건 작업은 통근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저는 주도 지역의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강력한 공약을 실천하신 Cuomo 주지사님과 Driscoll 커머셔너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Patricia Fah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신 후, 85번 도로의 

재건 프로젝트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시켜면서 예정된 일정에 맞춰 프로젝트를 

완료한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85번 도로는 올버니 시의 남쪽과 서쪽 

마을들을 연결하는 주요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재건은 지역 사회, 이 지역의 기업, 

이 지역 전체를 위해서 훌륭한 일입니다.” 

 

Dan McCoy 올버니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착수한 후 시기 적절하게 완료하게 된 DOT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도로는 이 프로젝트 

이전에는 형편없는 상태였던 Harriman State Office Campus에 이르는 주요 도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85번 도로가 재건되어서 통근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athy Sheehan 올버니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5번 도로는 올버니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우리의 의료 시설과 뉴욕주 정부에서 일하고, 고등 교육 기관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올버니 전지역의 중요한 게이트웨이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료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통망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오래 

기다려온 개발이 끝나는 것이므로 대단히 환영합니다.” 

 

85번 도로 교통량의 규모는 일일 평균 44,300대 이상의 차량이 I-90 근처까지, 약 

37,100대의 차량이 Lincoln Avenue와 Western Avenue 사이를, 37,800대 이상의 

차량이 Krumkill Road 근처까지, 15,400대의 차량이 Krumkill Road와 Thruway사이의 

길게 펼쳐진 지역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를 팔로우하세요: @NYSDOT.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 

facebook.com/NYSDOT. 뉴욕주 DOT Region 1(뉴욕주 주도 지역 포함)에서 트윗하기 

위해서, @NYSDOTAlbany를 팔로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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