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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토나완다의 1,420만 달러 규모의 교량 교체공사 완료 발표 

 

중요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교체된 네 개의 주요 교량 

 

도로 및 교량에 대한 뉴욕주의 기록적인 211억 달러 규모의 보완 공사 

 

주지사의 Drivers First Initiative를 준수하여 운전자의 불편 최소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리 카운티의 1,420만 달러 규모의 교량 교체 

프로젝트의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토나완다 마을의 Delaware Avenue 

(384번 주립 도로) 및 Military Road (265번 주립 도로) 위의 290번 주간고속도로(I-290) 

교량 네 개가 교체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주로 업스테이트 뉴욕의 도로와 교량에 대한 

211억 달러의 기록적인 뉴욕주 투자를 직접 보완합니다. 교량들은 내일 아침 개통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량과 도로의 복원력과 안전은 경제 성장 

지원에 필수적이므로, 이 프로젝트들은 웨스턴 뉴욕의 지속적인 부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모두를 위한 뉴욕이 더 강력하고 더 번창해지도록 내딛는 

한걸음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네 개 교량의 교체가 포함되었습니다: Delaware Avenue 및 Military 

Road위의 290번 주간고속도로의 동쪽 방향과 서쪽 방향으로 각각 2개씩의 교량 

구조물. 공사에는 또한 CSX Railroad 및 Military Road 사이의 290번 주간고속도로 

구간의 재공사도 포함되었습니다. 

 

Matthew J. Driscoll 뉴욕주 교통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도로와 

교량을 개선하기 위한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노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 효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290번 주간고속도로 상의 네 개의 교량은 이 중요한 경제적인 통근용 

종주 도로의 안전성과 이동성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Delaware Avenue 및 Military 

Road 위의 동쪽 방향 교량들의 교체 공사는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건설 단계 중 2015년 

가을에 완료되었습니다. 서쪽방향의 교량들의 교체 공사를 포함한 프로젝트의 두번째 

단계를 위해 2016년 4월 이후로 290번 주간고속도로 상에서 제한 차선제가 

실시되어왔습니다.” 

 



Mark C. Poloncarz 이리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elaware Avenue 및 

Military Road 위의 교통을 원활히 할 네 개의 290번 주간고속도로 교량의 교체 공사와 

토나완다의 I-290 구간의 재공사는 우리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뉴욕주 주요 공약의 

일환입니다. 저는 운전자를 위해 도로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강화하며, 이리 카운티 

이곳의 미래 경제 성장을 지원하려고 돕는 Cuomo 주지사님의 공약에 대해서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운전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고속도로 및 교량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는 Cuomo 

주지사의 Drivers First Initiative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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