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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두두두두 개의개의개의개의 WEST SHORE 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 경사로경사로경사로경사로 개통개통개통개통 발표발표발표발표 

 

Highly-Traveled Staten Island 도로는도로는도로는도로는 더더더더 안전하고안전하고안전하고안전하고 덜덜덜덜 혼잡해혼잡해혼잡해혼잡해 질것입니다질것입니다질것입니다질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남쪽 서쪽 해안 고속도로, 또는 NY 440에 접근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한 Staten Island 도로에서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7백만달러 프로젝트는 상업적 및 주거 지역의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속도로 경사로의 건설을 포함하여 지금 개통됩니다. 

 

“인프라 개선 및 혼잡 감소는 Staten Island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데 중요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건설로, 서쪽 해안 고속도로의 주요 동맥에 더 나은 교통 흐름, 기업, 통근 

및 주민의 접근에 대한 개선이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Veterans Road West을 따라 Bloomingdale 도로의 새로운 입구 램프의 Englewood 

애비뉴와 다른 지역의 거리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출구 경사로의 재건뿐만 아니라 건축을 

포함했습니다. 모든 NY 440 교통은 이제 Outerbridge 크로싱 출구에 직접 차선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더 이상 접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Englewood애비뉴 출구 (3A)의 출구 경사로는 Tottenville지역에 대규모 접근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Charleston의 상업 지구에 다이렉트로 접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사로는 또한 Outerbridge Crossing 주요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Charleston상업 지구로 향하며 

운전자들은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로컬 교통이 새로운 대체 경로를 활용함으로써,이 

또한 Outerbridge Crossing과 뉴저지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습니다. 

 

Veterans Road West을 따라 새로운 입구 경사로는 Woodrow 도로에서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거된 이전의 입구 경사로를 대체합니다. 새로운 경사로는 북쪽에서 차량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Port Mobile 및 Rossville 지역에서 상용 차량에 특히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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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자, Grace Industries of Plainview는 새로운 조명, 가이드레일, 배수 및 

스트라이핑 뿐만 아니라 건축의 시작단계에서 제거되었던 340그루의 나무와 100그루의 관목 

재조림에 대한 작업을 계속합니다. 

 

NYSDOT의 국장 Joan McDonald는 “이 프로젝트는 Staten 섬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통근자와 업무를 위한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우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고속도로 사용자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이 프로젝트에 즉시 착수하게 되었고, 미래의 경제 성장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Andrew J. Lanza는 “오늘의 뉴스는 주민들이 소매점으로부터 서부 해안 고속도로에 더욱 

많이 즉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빠른 지역을 도와주신 

NYSDOT, 의원 Borelli, 의원 Ignizio, Borough 대표 Oddo 그리고 Cuomo 지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는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그들과 함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원 의원 Joe Borelli는 “Charleston 및 440에 대한 접근 증가의 측면에서 큰 프로젝트이며, 나는 이 

고속도로가 훨씬 안전 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440의 전체 길이를 따라 수요가 많은 서비스 

도로를 개방하기 위해 NYS 교통 부서와 협력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taten Island Borough 대표 James Oddo는 “서쪽 해안 고속도로(West Shore Expressway )는 많은 

Staten 섬 주민들, 특히 남부 해안 주민을 위한 중요한 교통의 동맥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며 여러 남부 해안 지역에 더 나은 접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필요한 개선을 집행해주신 Cuomo 주지사와 그의 행정부에 감사합니다.” 

 

뉴욕시 의원 Vincent Ignizio는 “이러한 경사로 개선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업 지역 중 

하나에 출퇴근시 많아 지는 교통량 완화를 위해 더 나은 접근을 제공합니다 - 그리고 그것은 시간과 

예산 내에서 완료됩니다. 이는 내 사무실, Cuomo 주지사, Staten Island Borough 대표 James Oddo, 

상원 의원 Andrew J. Lanza와 의원 Joseph Borelli사이 좋은 팀워크의 노력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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