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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새로운 도로 포장 개선 프로젝트에 3억 5,700만 달러 투자 발표  

  

연료 소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건설 기술 통합  

  

모든 뉴욕주 지역에서 도로 포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모든 지역에서 도로 복구를 지원하는 데 3억 

5,7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복구 프로젝트는 낮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어 연료 사용을 줄이고 이와 관련이 있는 온실 가스 배출량 역시 

건설 과정에서 감축할 수 있는 상온 및 저온 아스팔트 혼합 사용 기술 등 환경을 고려한 

건설 기술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또한 

재사용되지 않으면 쓰레기 매립지에 폐기될 기존 재료를 재활용하여,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는 현재 설계 단계이며 내년 봄 건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계속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우리의 

소중한 환경 및 천연 자원을 보호하는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며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지원 인프라의 탄력성을 개선하면서 관광 및 비즈니스 개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가 집행하는 본 자금은 뉴욕주 

전역에 걸쳐 135개의 도로 포장 프로젝트와 약 1,740마일의 복구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가장 야심적이고 포괄적인 기후법 중 

하나인 뉴욕주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더욱 나은 방식으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탄력적인 교통 인프라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인 투자에 기후 친화적인 전략을 

통합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상원 교통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Transportation) 위원장인 Tim Kenned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뉴욕주 전역의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운송이 

가능하도록 안전한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운송 네트워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유치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우리가 다시 재개하는 가운데 환경을 고려한 복구를 추진하는 이번 자금 지원은 뉴욕의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원 교통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Transportation) 위원장인 William B.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발표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의 경제가 팬데믹으로부터 재개하는 과정에서 인프라의 개선과 

유지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즈니스가 상거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  

  

2019년 7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의 기후법은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목표를 가진 

기후법 중 하나이며, 뉴욕은 경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퍼센트, 2050년까지 85 퍼센트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주도 지역  

  

컬럼비아, 그린, 올버니, 렌셀러, 스키넥터디, 사라토가, 워싱턴, 워런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196 마일 도로 재포장 프로젝트에 약 3,500만 달러 지원:  

  

• 올버니 카운티 올버니 시 베틀레헴 타운 경계선(Town of Bethlehem 

Line)에서 맥카시 애비뉴까지 9W번 도로(Route 9W) 재포장 작업에 

110만 달러.  

• 컬럼비아 카운티 태그카닉 및 리빙스턴 타운, 타코닉 주 파크웨이(Taconic 

State Parkway)에서 9H번 도로(Route 9H)까지 82번 도로(Route 82) 

재포장 작업에 150만 달러.  

• 그린 카운티 클레이 힐 로드 에서 더햄 타운 올버니 카운티 도로(Albany 

County Line)까지 145번 도로(Route 145) 재포장 작업에 110만 달러.  

• 화이트 로드부터 32번 도로(Route 32)까지, 램지 스쿨 로드(Ramsey 

School Road)에서 그린 카운티 캐츠킬 타운 언더힐 로드(Underhill Road) 

½ 마일 동쪽의 마터스킬 크릭(Kaaterskill Creek)까지 23A번 도로(Route 

23A) 재포장 작업에 180만 달러.  

• 그린 카운티 아텐스 및 콕사키 타운의 아테네 빌리지 경계선(Village of 

Athens Line)부터 콕스사키 빌리지 경계선(Village of Coxsackie Line)까지 

385번 도로(Route 385) 재포장 작업에 220만 달러.  



 

 

• 렌셀러 카운티의 스키넥터디 카운티 헌트 로드(Hunt Road)부터 워싱턴 

카운티 경계선(Washington County Line)까지 67번 도로(Route 67) 

재포장 작업에 290만 달러.  

• 사라토가 카운티 스틸워터 및 사라토가 타운의 스틸워터 타운 경계선 4번 

도로(Route 4)에서 빅토리 빌리지 경계선까지 32번 도로(Route 32) 

재포장 작업에 430만 달러.  

• 사라토가 카운티 스틸워터 타운 32번 도로(Route 32)부터 9P 도로(Route 

9P)까지 423번 도로(Route 423) 재포장 작업에 140만 달러.  

• 사라토가 카운티 사라토가 타운의 브라이언트 빌리지 로드(Bryant Bridge 

Road)에서 스카일러빌 빌리지 경계선(Village of Schuylerville Line)까지 

29번 도로(Route 29) 재포장 공사에 230만 달러.  

• 스키넥터디 카운티 데런슨 및 두앤슨버그 타운의 머지 로드(Mudge 

Road)부터 7번 도로(Route 7)까지 20번 도로(Route 20) 재포장 공사에 

790,000 달러.  

• 워런 카운티 254번 도로(Route 254)에서 서니사이드 로드(Sunnyside 

Road)까지, 클리먼츠 로드(Clements Road)부터 파일럿 놉 로드(Pilot 

Knob Road)까지 9L번 도로(Route 9L) 재포장 공사에 370만 달러.  

• 워런 카운티 해리콘 및 헤이그 타운 스푸이텐듀벨 크릭(Spuytenduivel 

Creek)(브랜드 레이크(Brant Lake)에서 1마일 동쪽)에서 9N 도로(Route 

9N)까지 8번 도로(Route 8) 재포장 공사에 290만 달러.  

• 워런 카운티 경계선(Warren County Line)에서 포트 앤 타운 4번 

도로(Route 4)까지, 워싱턴 카운티 킹스버리 및 하트포드 카운 

4번도로에서 40번 도로(Route 40)까지 149번 도로(Route 149) 재포장 

공사에 500만 달러.  

• 워싱턴 카운티 캠브리지 및 잭슨 타운의 22번 도로(Route 22)에서 이글빌 

로드(Eagleville Road)까지 313번 도로(Route 313) 재포장 공사에 100만 

달러.  

• 워싱턴 카운티 그린위치 및 에드워드 타운의 사라토가 카운티 

경계선(Saratoga County Line)에서 포트 에드워드 빌리지 경계선(Village 

of Fort Edward Line)까지 4번 도로(Route 4) 재포장 공사에 310만 달러.  

  
  

모호크 밸리  

  

오네이다, 허키머, 풀턴, 몽고메리, 쇼하리, 옷세고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128 

마일 규모의 도로 재포장 프로젝트에 약 5,640만 달러 지원:  

  

• 풀턴 카운티 10A번 도로(Route 10A)에서 존스타운 시 경계선(Johnstown 

City Line)까지 29번 도로(Route 29) 재포장 공사에 190만 달러.  



 

 

• 풀턴 카운티 카로가 레이크(Caroga Lake)(10번/29A번 도로 

인터섹션(Route 10/29A Intersection))부터 파인 레이크(Pine 

Lake)(10번/29A번 교차점)까지 10번 도로 재포장 공사에 220만 달러.  

• 허키머 카운티 리치필드 및 저먼 타운, 레밍턴 로드(Remington Road) 

동쪽에서 일리온 빌리지(Village of Ilion)까지 51번 도로(Route 51) 재포장 

공사에 575,000 달러.  

• 몽고메리 카운티, 쇼하리 카운티 경계선(Schoharie County line)부터 

맥이완 로드(McEwan Road)까지 10 번 도로 재포장 공사에 210만 달러.  

• 몽고메리 카운티, 허키머 카운티 경계선(Herkimer County Line)부터 포트 

플레인 빌리지까지 80번 도로(Route 80) 재포장 작업에 220만 달러.  

• 오네이다 카운티 디어필드 및 트렌튼 타운의 8번 도로(Route 8)에서 

푸트남 로드(Putnam Road)/트렌튼 로드(Trenton Road) 인터섹션까지 

12번 도로(Route 12) 재포장 공사에 300만 달러.  

• 옷세고 카운티 17 콜리어빌/쿠퍼타운 정션(Cooperstown Junction)에서 

셔네버스 18번 축구까지 88번 주간 도로(I-88) 복구 공사에 4,240만 달러.  

• 쇼하리 카운티 리치몬드빌 및 코블스킬 타운의 21번 출구 서편 약 1마일 

구역에서 22번 출구 서편 1마일 구역까지 88번 주간 도로 복구 공사에 

200만 달러.  

  
  

센트럴 뉴욕  

  

오스위고, 오논다가, 카유가, 코틀랜드, 매디슨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262 

마일 규모의 도로 복구 프로젝트에 약 3,150만 달러 지원:  

  

• 카유가 카운티의 아우렐리우스, 플레밍, 스프링포트 타운, 90번 

도로(Route 90)에서 오번 시티 경계선(Auburn City Line)까지 326번 

도로(Route 326) 재포장 공사에 110만 달러.  

• 카유가 카운티 스털링 및 빅토리 타운 370번 도로(Route 

370)(빅토리(Victory))에서 104A번 도로(Route 104A)까지 38번 

도로(Route 38) 재포장 공사에 250만 달러.  

• 카유가 카운티의 멘즈 및 콩퀘스트 타운, 포트 바이런 빌리지, 31번 

도로(Route 31)(포트 바이런)에서 풀러 로드(Fuller Road)까지 38번 도로 

재포장 공사에 100만 달러.  

• 카유가 카운티의 스프링포트 및 레드야드 타운, 유니언 스프링 빌리지, 

오라 노스 빌리지 경계선(North Village Line)에서 326번 도로 북편까지 

90번 도로(Route 90) 재포장 공사에 120만 달러.  

• 코틀랜드 카운티 신시내티 타운 41번 도로(Route 41)에서 23번 

도로(Route 23)까지 26번 도로(Route 26) 재포장 공사에 257,000 달러.  



 

 

• 코틀랜드 카운티, 26번 도로(Route 26)부터 셔냉고 카운티 

경계선(Chenango County Line)까지 23번 도로(Route 23) 재포장 공사에 

363,000 달러.  

• 코틀랜드 카운티, 셔냉고 카운티 경계선에서 26번 도로(Route 

26)(윌렛)까지 41번 도로(Route 41) 재포장 공사에 732,000 달러.  

• 코틀랜드 카운티의 코틀랜드빌, 호머, 프레블 타운, 호머 빌리지, 

930Q(81번 주간도로 램프(I-81 Ramps))에서 오논다가 카운티 

경계선(Onondaga County Line)까지 281번 도로(Route 281) 재포장 

공사에 120만 달러.  

• 메디슨 카운티의 드루이터 빌리지에서 세드 햄릿까지 13번 도로(Route 

13) 재포장 공사에 160만 달러.  

• 오논다가 카운티의 드윗 및 맨리우스 타운, 이스트 시러큐스 

빌리지(Village of East Syracuse), 갤스터 로드부터 로스 버딕 

스트리트까지 290번 도로(Route 290) 재포장 공사에 459,000 달러.  

• 오논다가 카운티, 38A번 도로(Route 38A)부터 41A번 도로(Route 

41A)까지 359번 도로(Route 359) 재포장 공사에 425,000 달러.  

• 오논다가 카운티, 세다베일 로드(Cedarvale Road)부터 시러큐스 시 

경계선(Syracuse City Line)까지 175번 도로(Route 175) 재포장 공사에 

140만 달러.  

• 오논다가 카운티, 175번 도로에서 시러큐스 시 경계선까지 173번 

도로(Route 173) 재포장 공사에 390,000 달러.  

• 오논다가 카운티 툴리 및 파비우스 타운 및 빌리지, 81번 주간 도로(I-

81)/281번 도로(Route 281) 인터섹션(툴리)에서 메디슨 카운티 

경계선(Madison County Line)까지 80번 도로(Route 80) 재포장 공사에 

210만 달러.  

• 오논다가 카운티 맨리우스 타운 및 파예트빌 빌리지의 257번 도로(Route 

257)에서 290번 도로 동편(East of Route 290)까지 5번 도로(Route 5) 

재포장 공사에 697,000 달러.  

• 오논다가 카운티 엘브리지 타운 및 조던 빌리지의 카유가 카운티 

경계선(Cayuga County Line)에서 스튜벤 로드(Stevens Road)까지 31번 

도로(Route 31) 재포장 공사에 476,000 달러.  

• 오논다가 및 오스위고 카운티의 클레이, 슈뢰펠, 볼니 시, 풀턴 시, 81번 

주간도로(I-81)에서 57번 도로 남편(South of Route 57)까지 481번 

도로(Route 481) 재포장 공사에 1,150만 달러.  

• 오스오스위고 카운티 오논다가 카운티 경계선(Onondaga County 

Line)에서 풀턴 시 경계선(Fulton City Line)까지 48번 도로(Route 48) 

재포장 공사에 918,000 달러.  

• 오스위고 카운티의 해스팅스 및 멕시코 타운, 센트럴 스퀘어 빌리지 

경계선(Central Square Village Line) 남쪽 1500 피트 구역에서 69번 

도로(Route 69)까지 11번 도로(Route 11) 재포장 공사에 150만 달러.  



 

 

• 오스위고 카운티의 파리시 타운, 알비온 및 윌리엄스타운, 81번 

주간도로(I-81)에서 13번 도로(Route 13)까지 104번 도로(Route 104) 

재포장 공사에 160만 달러.  

  
  

핑거 레이크스  

  

올리언스, 제네시, 와이오밍, 리빙스턴, 먼로, 웨인, 온타리오, 예이츠, 세네카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187 마일 규모의 차선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약 4,120만 

달러 지원:  

  

• 제네시 카운티의 알렉산더 및 바타비아 타운, 20번 도로(Route 20)에서 

바타비아 시(남쪽 경계선(South Limit))까지 98번 도로(Route 98) 재포장 

공사에 130만 달러.  

• 먼로 카운티의 에이본 타운, 리빙스턴 카운티, 헨리에타 및 러시 타운, 5번 

및 20번 도로(Routes 5 & 20)(10번 출구(Exit 10))에서 390번 주간도로(I-

390)(12번 출구(Exit 12)), 주요 차선 및 경사로를 포함한 390번 주간도로 

재포장 공사에 2,750만 달러.  

• 온타리오 카운티 펠프스 및 맨체스터 타운의 펠프스 빌리지(서쪽 

경계선(West Limit))에서 맨체스터 빌리지(동쪽 경계선(East Limit))까지 

96번 도로(Route 96) 재포장 공사에 140만 달러.  

• 올리언스 카운티 클래렌던 및 머레이 타운, 제네시 카운티 

경계선(Genesee County Line)에서 홀리 빌리지(남쪽 경계선(South Limit)) 

237번 도로(Route 237) 재포장 공사에 120만 달러.  

• 세네카 카운티 로디 타운 및 빌리지, 스카일러 카운티 경계선(Schuyler 

County Line)에서 96A번 도로(Route 96A)까지 414번 도로(Route 414) 

재포장 공사에 140만 달러.  

• 세네카 카운티 로디 및 오비드 타운 및 빌리지, 414번 도로에서 96번 

도로(Route 96)까지 96A번 도로 재포장 공사에 120만 달러.  

• 세네카 카운티 로물루스 타운 및 오비드 빌리지, 오비드의 96번 도로에서 

케네디 로드 남편(South of Kennedy Road)까지 96A번 도로 재포장 

공사에 120만 달러.  

• 세네카 카운티의 코버트, 오비드, 로물러스, 버릭 타운, 141B번 

도로(Route 141B)에서 언스버거 로드 남편(South of Ernsberger 

Road)까지 89번 도로(Route 89) 재포장 공사에 190만 달러.  

• 웨인 카운티, 매디슨/카유가 카운티 경계선부터 104A번 도로(Route 

104A)까지 104번 도로 재포장 작업에 974,000 달러.  

• 와이오밍 카운티의 셀던, 베닝턴, 아티카 타운, 20A번 도로(Route 

20A)에서 354번 도로(Route 354)까지 98번 도로(Route 98) 재포장 

공사에 120만 달러.  



 

 

• 스카일러 카운티 경계선에서 예이츠 카운티의 캐슬 포인트 로드(Castle 

Point Road)까지 14번 도로(Route 14) 재포장 공사에 190만 달러.  

  
  

웨스턴 뉴욕  

  

나이아가라, 이리, 셔터쿼, 카타라우구스, 앨러게니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234 

마일 차선을 재포장하는 프로젝트에 약 4,250만 달러 지원:  

  

• 앨러게니 카운티의 쿠바 및 프렌드십 타운, 28번 출구(Exit 28)(쿠바)에서 

29번 출구(Exit 29)(프렌드십)까지 86번 주간도로(I-86) 재포장 공사에 

300만 달러.  

• 앨러게니 카운티의 알프레드 및 앤도버 타운, 노스 앤도버 빌리지 

경계선에서 21번/244번 도로(Route 21/244) 인터섹션 인근까지 21번 

도로(Route 21) 재포장 공사에 140만 달러.  

• 앨러게니 카운티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경계선(Cattaraugus County 

Line)에서 243번 도로(Route 243)/브룩사이드 드라이브(Brookside Drive) 

인터섹션 남쪽 700 피트까지 243번 도로(Route 243) 재포장 공사에 

100만 달러.  

• 카타라우구스 카운티의 콜드 스프링스, 레드 하우스, 살라만카 타운 및 

살라만카 시, 17번 출구에서 20번 출구까지 86번 주간도로(I-86) 재포장 

공사에 1,380만 달러.  

•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델러번 빌리지 및 요크셔 타운, 엘튼 크릭(Elton 

Creek) 교량(처치 스트리트 위치)에서 이리 카운티 경계선(Erie County 

Line)까지 16번 도로(Route 16) 재포장 공사에 961,000 달러.  

• 셔터쿼 카운티, 리플리 및 웨스트필드 타운 그리고 리필리 및 웨스트필드 

빌리지, 펜실베이니아 주 경계선(Pennsylvania State Line)에서 

웨스트필드 빌리지까지 20번 도로(Route 20) 재포장 공사에 180만 달러.  

• 이리 카운티의 아머스트 및 토나완다 타운, 190번 주간도로(I-190)에서 

90번 주간도로(I-90)까지 290번 주간도로(I-290) 재포장 공사에 1,280만 

달러.  

• 이리 카운티의 270번 도로(Route 270)(캠벨 불라바드(Campbell 

Boulevard))에서 78번 도로(Route 78)(트랜짓 로드(Transit Road))까지 

263번 도로(Route 263)(밀러스포트 고속도로(Millersport Highway)) 

재포장 공사에 210만 달러.  

•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나이아가라 폴스 시 및 나이아가라 타운, 384번 

도로(Route 384)(버펄로 애비뉴(Buffalo Avenue))에서 31번 도로(Route 

31)(윗머 로드(Witmer Road))까지 190번 주간도로 노스바운드(I-190 

Northbound) 재포장 공사에 560만 달러.  

  
  



 

 

노스 컨트리  

  

루이스, 제퍼슨, 세인트 로렌스, 프랭클린, 클린턴, 에섹스, 해밀턴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279 마일 차선을 재포장하는 프로젝트에 약 3,030만 달러 지원:  

  

• 클린턴 카운티의 채지 및 챔플레인 타운, 마이너 팜 로드(Minor Farm 

Road)에서 리지 로드(Ridge Road)까지 87번 도로(Route 87) 재포장 

공사에 150만 달러.  

• 클린턴 카운티의 챔플레인 빌리지 9번 도로(Route 9) 전체 재포장 공사에 

265,000 달러.  

• 에섹스 카운티, 피라미드 로드에서 9번 도로(Route 9)까지 74번 

도로(Route 74) 재포장 작업에 130만 달러.  

• 에섹스 카운티의 윌밍턴 타운의 아웃룩 레인(Outlook Lane)에서 제이 

타운의 다니엘레 로드(Danielle Road)까지 86번 도로(Route 86) 재포장 

공사에 941,000 달러.  

• 에섹스 카운티, 킨 타운의 걸프 브룩(Gulf Brook)에서 제이 타운의 어퍼 

제이 트럼불스 코너스 로드(Upper Jay Trumbulls Corners Road)까지 

9N번 도로(Route 9N) 재포장 공사는 130만 달러.  

• 워런 카운티 경계선(Warren County Line)에서 에섹스 카운티의 

티콘데로가 기념비(Ticonderoga Monument)까지 9N번 도로 재포장 

공사에 110만 달러.  

• 에섹스 카운티 알란 워시본드 로드(Alan Washbond Road)에서 에어포트 

로드(Airport Road)까지 73번 도로(Route 73) 재포장 공사에 291,000 

달러.  

• 프랭클린 카운티의 86번 도로(Route 86)(폴 스미스)에서 458번 

도로(Route 458)(미참 레이크(Meacham Lake))에서 30번 도로(Route 30) 

재포장 공사에 180만 달러.  

• 프랭클린 카운티, 122번 도로 동편(East of Route 122) 0.7 킬로미터 

구역에서 23번 도로(Route 23) 까지 11번 도로(Route 11) 재포장 공사에 

110만 달러.  

• 프랭클린 카운티,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경계선(St. Lawrence County 

Line)에서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South Main Street)(세인트 레지스 

폴스(St. Regis Falls))까지 458번 도로(Route 458) 재포장 공사에 972,000 

달러.  

• 프랭클린 카운티 15번 도로(Route 15)에서 13번 도로 동편(East of Route 

13) 0.3 마일 구역까지 11B번 도로(Route 11B) 재포장 공사에 540,000 

달러.  

• 해밀턴 카운티, 인디언 레이크 타운의 소밀 로드(Sawmill Road)에서 

해밀턴 카운티의 워런 카운티 경계선(Warren County Line)까지 28번 

도로(Route 28) 재포장 공사에 330만 달러.  



 

 

• 제퍼선 카운티의 르레이 및 필라델피아 타운, 록브룩 로드(Rockbrook 

Road)부터 벨리 로드(Belile Road)까지 11번 도로(Route 11) 재포장 

공사에 925,000 달러.  

• 제퍼슨 카운티의 엘름 스트리트(Elm Street)에서 8번 도로(Route 

8)(밀렌스 베이 로드(Millens Bay Road))까지 12E번 도로(Route 12E) 

재포장 공사에 100만 달러.  

• 제퍼슨 카운티의 아담스 및 워터타운 타운, 켈로그 로드(Kellogg 

Road)에서 232번 도로(Route 232)까지 11번 도로(Route 11) 재포장 

공사에 800,000 달러.  

• 제퍼슨 카운티의 하운스필드 및 워터타운 타운, 75번 도로(Route 75)에서 

플로럴 드라이브(Floral Drive)까지 3번 도로(Route 3) 재포장 공사에 

160만 달러.  

• 제퍼슨 카운티의 리버사이드 드라이브(Riverside Drive)(디프리엣 

빌리지)에서 아델라이드 스트리드 북편(North of Adelaide Street) 0.3 

킬로미터 구역(카타지 빌리지)까지 3번 도로(Route 3) 재포장 공사에 

100만 달러.  

• 루이스 카운티의 메캐닉 스트리트 북편(North of Mechanic Street) 0.5 

킬로미터 구역에서 제퍼슨 카운티 경계선(Jefferson County Line)까지 

12번 도로(Route 12) 재포장 공사에 695,000 달러.  

• 루이스 및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의 812번 도로(Route 812)부터 베이컨 

로드(Bacon Road)까지 3번 도로(Route 3) 재포장 공사에 130만 달러.  

• 루이스 카운티의 21번 도로 동편(East of Route 21) 0.3 마일 구역에서 

우드배틀 로드(Woodbattle Road)까지 177번 도로(Route 177) 재포장 

공사에 140만 달러.  

•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의 스틸레스 로드 남편(South of Stiles Road) 0.5 

마일 구역에서 345번 도로(Route 345)까지 310번 도로(Route 310) 

재포장 공사에 290만 달러.  

•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의 37번 도로(Route 37)부터 타운 라인 로드(Town 

Line Road)까지 131번 도로(Route 131) 재포장 공사에 120만 달러.  

•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의 43번 도로(Route 43)부터 37번 도로(Route 

37)까지 131번 도로(Route 131) 재포장 공사에 130만 달러.  

•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의 11C번 도로(Route 11C)에서 프랭클린 카운티 

경계선(Franklin County Line)까지 11번 도로(Route 11) 재포장 작업에 

623,000달러.  

•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의 58번 도로 동편(East of Route 58) 0.3 마일 

구역에서 트윈 레이크스 로드 북편(North of Twin Lakes Road) 0.3 마일 

구역까지 3번 도로(Route 3) 재포장 공사에 110만 달러.  

  
  

미드허드슨 밸리  

  



 

 

웨스트체스터, 록랜드, 퍼트넘, 오렌지, 더치스, 얼스터, 설리반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167 마일 차선을 재포장하는 프로젝트에 약 5,830만 달러 지원:  

  

• 더치스 카운티의 피시킬 및 이스트 피시킬 타운, 메릿 불라바드(Merritt 

Boulevard)에서 피시킬 훅 로드(Fishkill Hook Road) 및 올드 스테이트 

로드(Old State Road)에서 푸트넘 카운티 경계선(Putnam County 

Line)까지 52번 도로(Route 52) 재포장 공사에 680만 달러.  

• 더치스 카운티, 워싱턴 타운의 82번 도로(Route 82)에서 밀브룩 빌리지의 

프랭클린 애비뉴(Franklin Avenue)까지 44번 도로(Route 44) 재포장 

공사에 220만 달러.  

• 더치스 카운티, 워싱턴 타운의 44번 도로(Route 44)에서 밀브룩 빌리지의 

프랭클린 애비뉴(Franklin Avenue)까지 82번 도로(Route 82) 재포장 

공사에 140만 달러.  

• 오렌지 카운티의 그린빌 타운의 6번 도로(Route 6)/15번 도로(Route 15) 

인터체인지에서 와와완다 타운의 17M번 도로(Route 17M)까지 84번 

주간도로(I-84) 재포장 공사의 1,960만 달러.  

• 오렌지 카운티의 뉴버그 타운, 300번 도로(Route 300)에서 뉴버그 시 

경계선(City of Newburgh Line)에서 17K번 도로(Route 17K) 재포장 

공사에 160만 달러.  

• 푸트넘 카운티의 푸트넘 밸리 및 켄트 타운, 푸딩 스트리트(Pudding 

Street)에서 호톤타운 힐 로드(Hortontown Hill Road)까지 타코닉 주 

파크웨이(Taconic State Parkway) 재포장 공사에 690만 달러.  

• 록랜드 카운티, 앰버 리지 로드(Amber Ridge Road)에서 올드 낵 

턴파이크(Old Nyack Turnpike), 팰리세이드 주간 파크웨이(Palisades 

Interstate Parkway)에서 202번 도로(Route 202)까지 45번 도로(Route 

45) 재포장 공사에 250만 달러.  

• 몬티첼로 빌리지 북쪽 1마일 구역의 콘코드 로드(Concord Road)에서 

설리번 카운티사우스 폴스버그 햄릿의 그리프 코트(Griff Court)까지 42번 

도로(Route 42) 재포장 공사에 180만 달러.  

• 얼스터 카운티의 뉴 팔츠 및 로이드 타운의오하이오빌 로드(Ohioville 

Road)에서 9W번 도로(Route 9W)까지 299번 도로(Route 299) 재포장 

공사에 480만 달러.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해리슨 빌리지 레이크 스트리트(Lake Street)에서 

노스 캐슬 타운 그린위치 어메리칸 센터(Greenwich American Centre)까지 

120번 도로(Route 120)(킹 스트리트(King Street)) 재포장 공사에 270만 

달러.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해리슨 빌리지 웨스트체스터 애비뉴(Westchester 

Avenue)에서 웨스터레이 로드(Westerleigh Road)까지 120번 

도로(펄채스 스트리트(Purchase Street)) 재포장 공사에 100만 달러.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그린보우 타운 태리타운 빌리지의 119번 

도로(Route 119)에서 슬리피 할로우 빌리지 마운트 플래전트 타운의 



 

 

칼리지 애비뉴(College Avenue)까지 9번 도로(Route 9) 재포장 공사에 

130만 달러.  

• 코네티컷 주 경계선(Connecticut state Line)에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노스 캐슬 타운 22번 도로(Route 22)까지 433번 도로(Route 433) 재포장 

공사에 490,000 달러.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노스 캐슬 타운, 120번 도로(Route 120)에서 미들 

패턴트 로드(Middle Patent Road)까지 22번 도로(Route 22) 재포장 

공사에 520만 달러.  

  
  

서던 티어  

  

스튜벤, 스카일러, 셔멍, 톰킨스, 티오가, 브룸, 셔냉고, 델라웨어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226 마일 차선을 재포장하는 프로젝트에 약 3,400만 달러 지원:  

  

• 브룸 카운티, 파이브 마일 포인트(Five-Mile Point)의 프랜시스 

스트리트(Francis Street) 교량 남쪽의 2번 출구에서 3번 출구(브로드 

애비뉴(Broad Avenue))까지 81번 주간도로(1-81) 재포장 공사에 290만 

달러.  

• 셔멍 카운티, 베네딕트 로드(Benedict Road) 북편에서 챔버스 

로드(Chambers Road) 북편 0.45 마일 구역(35번 도로(Route 35))까지 

414번 도로(Route 414) 재포장 공사의 750,000 달러.  

• 셔멍 카운티, 뉴욕/펜실베이니아 주 경계선(New York/Pennsylvania state 

Line)에서 14번 도로(Route 14)까지, 328번 도로(Route 328) 재포장 

작업에 180만 달러.  

• 셔냉고 카운티, 시드니 빌리지 경계선(Village of Sidney Line) 북쪽 1마일 

지점에서 마운틴 업튼 햄릿의 37번도로 및 51번 도로 인터섹션 남쪽 1/4 

마일 지점까지 8번 도로(Route 8) 재포장 작업에 320만 달러.  

• 델라웨어 카운티 델라웨어 카운티 델라웨어 델라웨어 카운티, 트라우트 

트릭 햄릿의 27번 도로(Route 27)에서 월튼 빌리지 경계선(Village of 

Walton Line)까지 206번 도로(Route 206) 재포장 작업에 450만 달러.  

• 스카일러 카운티, 몬투어 빌리지의 스카이라인 드라이브(Skyline 

Drive)에서 몬투어 타운 캐서린 타운 경계선(Catherine Town Line)까지 

224번 도로(Route 224) 재포장 작업에 750,000 달러.  

• 스튜벤 카운티의 카니스테오, 그린우드, 웨스트 유니언 타운, 

카니스테오의 남쪽 빌리지 경계선에서 98번 도로(Route 98) 남쪽까지 

248번 도로(Route 248) 재포장 작업에 290만 달러.  

• 스튜벤 카운티, 카니스테오 타운 록 런 로드(Rock Run Road) 남쪽에서 

재스퍼 타운의 417번/36번 도로 인터섹션까지 36번 도로(Route 36) 

재포장 작업에 190만 달러.  



 

 

• 스튜벤 카운티의 호넬스빌 및 댄스빌 타운, 66번 도로(Route 66)에서 

79번 도로(Route 70)까지 36번 도로(Route 36) 재포장 작업에 410만 

달러.  

• 스튜벤 카운티의 웨일랜드 및 코혹튼 타운, 15번 도로(Route 15)에서 

코혹튼 타운 서쪽 경계선까지 415번 도로(Route 415) 재포장 작업에 

150만 달러.  

• 스튜벤 카운티의 재스퍼 및 트로업스버그 타운, 417번 도로(Route 

417)에서 뉴욕/펜실베이니아 주 경계선까지 36번 도로(Route 36) 재포장 

작업에 180만 달러.  

• 티오가 카운티, 오웨고 빌리지 경계선(Village of Owego Line)의 38번 

도로(Route 38) 서쪽에 위치한 오웨고 크릭 브리지(Owego Creek 

Bridge)에서 캔더 빌리지의 처치 스트리트(Church Street)까지 96번 

도로(Route 96) 재포장 작업에 360만 달러.  

• 톰킨스 카운티의 뉴필드, 댄비, 이타카 타운, 티오가 카운티 경계선(Tioga 

County Line)에서 13번 도로(Route 13)까지 34번 도로(Route 34) 재포장 

작업에 220만 달러.  

• 톰킨스 카운티의 이타카 및 랜싱 타운, 랜싱 빌리지, 버딕 힐 로드 

남쪽(South of Burdick Hill Road)에서 워터웨곤 로드(Waterwagon Road) 

남쪽까지, 이타카 시 930F번 도로(Route 930F)에서 13번 도로(Route 

13)까지 34번 도로(Route 34) 재포장 작업에 306,000 달러.  

• 톰킨스 카운티, 34번 도로(Route 34) 서쪽 1마일 지점에서 카유가 카운티 

경계선(Cayuga County Line)까지 34B번 도로(Route 34B) 재포장 작업에 

180만 달러.  

  

롱아일랜드  

  

나소 및 서퍽 카운티 등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59 마일 차선을 재포장하는 프로젝트에 

약 1,670만 달러 지원:  

  

• 나소 카운티, 서던 주 파크웨이(Southern State Parkway)에서 글렌 커티스 

불라바드(Glenn Curtis Boulevard)까지 메도우브룩 주 

파크웨이(Meadowbrook State Parkway) 재포장 공사에 280만 달러.  

• 나소 카운티, 글렌 코브 로드(Glen Cove Road)부터 25B번 도로(Route 

25B)까지 25번 도로(Route 25) 재포장 공사에 611,000 달러.  

• 서퍽 카운티, 454번 도로(Route 454)부터 112번 도로(Route 112)까지 

27번 도로(Route 27) 재포장 공사에 390만 달러 지원.  

• 서퍽 카운티, 브렌트우드 로드(Brentwood Road)에서 코넷퀏 

애비뉴(Connetquot Avenue)까지 906C번 도로(Route 906C)(27번 도로 

사우스 서비스 로드(Route 27 South Service Road)) 재포장 공사에 380만 

달러.  



 

 

• 서퍽 카운티, 코넷퀏 애비뉴에서 브렌트우드 로드까지 906D번 

도로(Route 906D)(27번 도로 노스 서비스 로드(Route 27 North Service 

Road)) 재포장 공사에 380만 달러.  

• 서퍽 카운티, 바가텔레 로드(Bagatelle Road)에서 231번 도로(Route 

231)까지 906A번 도로(Route 906A)(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사우스 

서비스 로드(Long Island Expressway South Service Road)) 재포장 

공사에 180만 달러.  

  
  

뉴욕시  

  

뉴욕시에 위치한 다음의 도로 4 마일 차선을 재포장하는 프로젝트에 약 1,140만 달러 

지원:  

  

• 이스트 바운드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East Bound Brooklyn 

Queens Expressway)(278번 주간도로(I-278)) 27번 출구 경사로(Exit 27 

Ramp)에서 킹스 카운티 애틀란틱 애비뉴(Atlantic Avenue) 방향의 전면 

콘크리트 복구 작업에 190,000 달러.  

• 퀸즈 카운티의 노던 불라바드(Northern Boulevard)/34번 애비뉴(34TH 

Avenue)의 이스트 바운드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입구 경사로(East 

Bound Grand Central Parkway Entrance Ramp) 전면 콘크리트 복구 

공사에 800,000 달러.  

• 퀸즈 카운티 플러싱 매도우 파크(Flushing Meadow Park)에서 화이트스톤 

브리지(Whitestone Bridge)/노던 불라바드 이스트(Northern Boulevard 

East)까지 입구 경사로 전면 콘크리트 복구 공사 120만 달러.  

• 퀸즈 카운티 웨스트 바운드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램프(West Bound 

Grand Central Parkway Ramp)의 이스트 바운드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East Bound Long Island Expressway)(495번 주간도로(I-

495))전면 콘크리트 복구 공사에 300,000 달러.  

• 퀸즈 카운티 웨스트 바운드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West Bound Grand 

Central Parkway) 경사로에서 이스트 바운드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495번 주간도로(I-495)) 전면 콘크리트 복구 공사에 

361,000 달러.  

• 퀸즈 카운티 아스토리아 불라바드 노스(Astoria Boulevard North)에서 

웨스터 바운드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West Bound Grand Central 

Parkway) 입구 경사로의 전면 콘크리트 복구 공사에 160만 달러.  

• 퀸즈 카운티 31번 스트리트(31st Street)로부터 웨스트 바운드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West Bound Grand Central Parkway) 전면 콘크리트 

복구 공사에 220,000 달러.  



 

 

• 퀸즈 카운티 벨트 파크웨이(Belt Parkway)로 통하는 사우스 바운드 밴 윅 

익스프레스웨이(South Bound Van Wyck Expressway)(678번 주간도로(I-

678)) 전면 콘크리트 복구 공사에 810,000 달러.  

• 퀸즈 카운티 퀸즈 불라바드(Queens Boulevard) 및 65번가 

플레이스(65th Place)로 통하는 이스트 바운드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East Bound Brooklyn Queens Expressway)(278번 

주간도로(I-278)) 39번 출구 경사로(Exit 39 Ramp) 전면 콘크리트 복구 

공사에 610,000 달러.  

• 메트로폴리탄 애비뉴(Metropolitan Avenue)로 통하는 6번 출구 

경사로(Exit 6) 및 사이프레스 힐 스트리트(Cypress Hill Street)로 통하는 

3번 출구(Exit 3) 경사로 등 다양한 곳을 포함하는 재키 로빈슨 

파크웨이(Jackie Robinson Parkway) 전면 콘크리트 복구 공사에 270만 

달러.  

• 퀸즈 카운티 벨 불라바드(Bell Boulevard)의 웨스트 바운드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브리지(West Bound Grand Central Parkway Bridge) 전면 

콘크리트 복구 공사에 500,000 달러.  

• 리치몬드 카운티, 보스콤베 애비뉴(Boscombe Avenue)에서 노스 바운드 

웨스트 쇼어 익스프레스웨이(North Bound West Shore Expressway)까지 

노스 바운드 코리안 워 베테랑 파크웨이(North Bound Korean War 

Veterans Parkway) 전면 콘크리트 복구 공사에 210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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