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일정보다 5년 앞서 우드버리 타운에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도로, 

교통 및 경제 개발 허브(ROAD, TRANSIT AND ECONOMIC DEVELOPMENT HUB) 

완공되었다고 발표  

  

우드버리 커먼(Woodbury Common) 주변의 혼잡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면서 관광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설계-건설 프로젝트  

  

32번 도로(Route 32)와 17번 도로(Route 17) 사이의 인터체인지 재구성하고 17번 

도로(Route 17) 상부의 32번 도로 브리지(Route 32 Bridge)를 교체하며 새로운 

통근자용 주차장 건설하는 프로젝트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주차장, 먼로-우드버리 교육청(Monroe-Woodbury School 

District) 접근로가 포함되어, 통학버스가 도로로 더욱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32번 도로(Route 32) 아래를 지나는 새로운 브리지가 지역 통행량과 방문객 통행량 분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렌지 카운티에서 진행된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우드버리 도로, 교통 및 경제 개발 허브(Woodbury Road, Transit and Economic 

Development Hub) 프로젝트가 일정보다 5년 빨리 연휴 쇼핑 시즌에 맞추어 

완공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허브는 우드버리 커먼 프리미엄 아울렛(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s)의 비즈니스 및 쇼핑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새로운 주차장을 비롯해 개선된 도보 통행자 및 대중교통 시설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우드버리 커먼 프리미엄 아울렛(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s) 

인근 인터체인지의 안전, 이동성,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지역의 번성하는 관광산업을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계적 수준의 교통 허브는 허드슨 밸리 

주민들이 필요로 했던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허드슨 밸리 주민들은 오랫동안 

우드버리 커먼(Woodbury Common)의 인터체인지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허브는 지역 경제 성장을 계속 촉진시킬 것입니다. 일정보다 

5년 앞서 완공된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가 경제 발전을 이끌고 주민과 방문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21세기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을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드버리에 대한 이러한 막대한 투자는 

허드슨 밸리의 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된 교통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예산 내에서, 일정보다 앞서 완공되면서, 이 지역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올해 연휴 쇼핑 시즌에 맞추어우드버리 커먼 프리미엄 아울렛(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s) 주변의 대중 안전을 개선할 것입니다. 새로운 접근 도로, 교량, 

고가도로, 현금 없는 톨게이트를 통해 이러한 변화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허드슨 밸리 

지역의 더 많은 기업, 일자리 및 방문객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17번 도로(Route 17)와 32번 

도로(Route 32) 사이의 131번 출구(Exit 131) 인터체인지를 재 설계하고, 17번 

도로(Route 17) 위의 32번 도로 브리지(Route 32 bridge)를 교체하며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로 진입하는 경사로를 재건축했습니다(87번 

인터스테이트(Interstate 87)). 통근자 주차장은 추가되었고 기존 주차장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200개 이상의 새로운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재건축되었습니다. 태양열 

버스 대기소와 조명은 기타 개선 사항과 함께 교통을 완화하고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상업 활동 증가를 도보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니닌거 로드 및 32번 도로(Route 32)에 접근할 필요 없이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연결하여 스쿨버스가 보다 많은 경로에 더욱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먼로-우드버리 하이스쿨 액세스 드라이브(Monroe-Woodbury High 

School Access Drive)가 이 지역의 통학버스 교통을 위해 특별히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구성 요소는 2018년 9월에 완공된 스루웨이(Thruway)의 해리먼 

톨 배리어(Harriman Toll Barrier)를 현금 없는 톨게이트로 만든 것입니다. 현재 우드버리 

커먼(Woodbury Common)과 뉴욕 17번 도도(NY Route 17)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북쪽 이동 차량은 스루웨이에서 나와 현금 없는 톨 게이트 아래를 이동하며, 이는 연간 약 

2,100만 대의 혼잡을 완화합니다. 스루웨이(Thruway) 티켓 시스템을 이용하는 남쪽 방향 

교통은 전체 스루웨이(Thruway) 시스템이 2020년 말까지 현금이 필요 없는 통행 

시스템으로 전환될 때까지 수정된 2차선 톨게이트로 계속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금 없는 톨게이트뿐 아니라,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는 또한 16번 

출구(Exit 16(해리먼-17번 도로)) 공공 통행로(Right of Way, ROW)에 2,000개 이상의 

태양 전지 패널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우드버리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는 해리먼, 우드베리, 스프링밸리 및 나이액의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 시설에서 사용 전기의 약 90 퍼센트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건설은 이번 달인 2019년 11월에 완료되었으며,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비용 부담 없이, CIR 전기 건설 공사(CIR Electrical Construction 

Corporation)가 시행했습니다.  

  



또한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도로, 대중교통, 경제개발 허브(Road, Transit and 

Economic Development Hub) 건설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이버징 다이아몬드 인터체인지(Diverging Diamond Interchange, DDI): 32번 도로(131 

번 출구(Exit 131))의 17번 도로(Route 17)는 다이버징 다이아몬드 인터체인지(DDI)로 

재구성되어, 차량 운전자들이 쉽게 도로를 탐색할 수 있고 통행로에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계 및 시공 일괄 조달 과정 기간 동안, 업계의 혁신적인 제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다이버징 다이아몬드 인터체인지(DDI) 모델은 제시된 가장 혁신적인 

제안이었고, 따라서 이 조달 과정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대안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인터체인지에서는 교통 흐름을 처리하기 위해 회랑지역 도로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도록 

반대편 교통 흐름 없이 자유롭게 좌회전과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터체인지를 통해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와 17 번 도로(Route 

17)에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버징 다이아몬드 인터체인지(DDI)를 이용할 

경우, 교통 흐름이 도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반대로 이동하는 

"크로스오버 인터체인지"를 통해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교통 차선을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버징 다이아몬드 인터체인지(DDI)에 설치될 교통 신호등은 단지 교통 흐름을 제어할 

뿐이며, 녹색등이 켜질 때 훨씬 더 오래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여 교통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와 한가한 시간대에 신호등의 주기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적응형 교통 신호 제어 기술 또한 이 프로젝트에 활용되었습니다.  

  

17번 도로(Route 17) 위의 새로운 32번 도로 브리지(Route 32 Bridge): 17번 도로(Route 

17) 위의 32번 도로(Route 32) 상의 새로운 트윈 브리지는 이동하는 대중에게 미치는 

공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고도에서 건설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7번 도로(Route 17)가 이 새로운 교량에서 주간 고속도로 통관 기준(Interstate 

clearance standards)을 충족시키기 위해 4 피트 가량 낮아졌습니다. 새로 조정된 높이는 

16.5 피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미래의 교통량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17번 

도로(Route 17) 통행로를 따라 각 방향으로 미래의 증가할 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해 세 

번째 차선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니닌거 로드 익스텐션(Nininger Road Extension): 니닝거 로드(Nininger Road)는 32 번 

도로(Route 32)에서 Kiryas Joel의 지역사회와 먼로 빌리지까지 교통 흐름에 대단히 

중요한 연결 도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지역사회 및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32번 도로(Route 32)에서 교통 신호등을 갖춘 교차로의 

필요성을 제거하면서, 지역의 교통 흐름을 각 끝에 원형 교차로가 있는 32번 도로(Route 

32) 아래의 지하 도로가 포함된 새로운 교량에서 만들어지는 방문객의 교통 흐름과 

분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드버리 커먼 프리미엄 아울렛(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s) 지역으로의 풀 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하며, 지역 운동장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주차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로 안전 도로 진입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4,000 피트의 새로운 

콘크리트 보도를 만들어졌습니다. 보도는 센트럴 밸리 초등학교(Central Valley 

Elementary School) 북쪽에서 ½ 마일 가량 떨어진 본드 스트리트(Bond Street) 근처에서 

시작하여 32번 도로(Route 32)의 서쪽 측면을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6번 

도로(Route 6) 고가 도로에서 800 피트 가량 남쪽에 있는 32번 도로(Route 32)에서 

프로젝트의 가장 남쪽 한계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학교의 새로운 경기장 

주차장을 센트럴 밸리 초등학교(Central Valley Elementary School)에 연결하는 32번 

도로(Route 32) 및 니닝거 로드(Nininger Road)를 따라 보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센트럴 밸리 초등학교(Central Valley Elementary school)에서 32번 도로(Route 32)까지 

새로운 인도가 만들어져 우드베리 커먼 프리미엄 아울렛(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 몰 보도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드버리 커먼 프리미엄 아울렛(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s) 진입로: 이 

프로젝트에는 우드버리 커먼 프리미엄 아울렛(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s)을 

오가는 새로운 남쪽 출입 도로 건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출입 도로는 주차장에 

진입하는 아울렛 몰의 "순환 도로" 및 주차장에 대한 진입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지역에서 이동하는 차량들은 32번 도로(Route 32) 아래의 새로운 지하 도로를 통해 이 

새로운 출입 도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32번 도로(Route 32) 및 17번 도로(Route 

17)를 이용하는 방문객 차량은 새로 건설된 원형 교차로를 통해 이 새로운 입구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먼로-우드버리 교육청 도로(Monroe-Woodbury School District Roadway): 새로운 먼로-

우드버리 하이스쿨 드라이브 익스텐션(Monroe-Woodbury High School Drive 

Extension)은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통학버스의 이동을 위해 특별히 

건설되었습니다. 재구성된 주차 구역을 통해 통학버스는 니닝거 로드(Nininger Road) 및 

32번 도로(Route 32)에 접근하지 않고 여러 도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안전성을 증가시키고 이동 시간을 줄이며 학교 캠퍼스에 추가적으로 비상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연결 도로를 통해 이 초등학교의 남쪽 

입구에서 32번 도로(Route 32) 통행로에서 필요한 교통 신호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행로의 도로 이동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32번 도로(Route 32) 환승 주차장(Park and Ride) 및 지붕을 갖춘 버스 정류소(Bus 

Shelter):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의 수를 관리 및 표시할 수 있는 주차 관리 시스템으로 

200개의 주차 및 정차 공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또한 전동차 충전소 4대, 전기차 충전대, 

태양광 발전과 고효율 조명을 활용한 친환경 버스 대기소가 있습니다.  

  

마어 레인(Maher Lane) 주차장: 2019 7월, Cuomo 주지사는 마어 레인(Maher Lane)과 

17번 주도(State Route 17) 사이의 기존 주정차 공간의 재건 및 확장 공사 완료를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재설계된 공간은 새로 포장을 마쳤으며, 이제 



통근자들이 더욱 크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수용 가능 

자동차 수가 208대에서 221대로 늘어났습니다. 재설계된 주차장은 또한 각각 두 대의 

전기 자동차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두 개의 충전소와 새로운 태양열 대기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와 출구를 재배치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 도로의 

혼잡을 완화했습니다. 새로운 보도를 건설하여 차에서 이동하거나 차로 이동하는 도보 

통행자들의 안전을 개선했습니다. 조경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캐노피가 설치된 385 평방피트 규모의 새로운 쉼터에는 최대 75명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쉼터는 최대 수용인원이 15명인 두 개의 작은 쉼터를 대체하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Solar Energy Generating Facility): 이 프로젝트 설계에서는 해리먼, 

우드버리, 스프링 밸리, 나이액의 스루웨이 유지 보수 및 통행료 징수 시설의 전기 

사용량을 충당하기 위해 해리먼 출구(Harriman exit)에 태양광 발전소 또는 태양광 

공원의 설치했습니다.  

  

32번 도로(Route 32) 및 17번 도로(Route 17) 통행로 개선: 매일 약 20,000 대의 차량이 

32 번 도로(Route 32)를, 그리고 약 51,000 대의 차량이 17 번 도로(Route 17)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7번 도로(Route 17)의 높이를 낮춰서 주간 

고속도로의 수직 통관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또한 17번 도로(Route 17) 위의 새로운 32번 

도로 브리지(Route 32 bridge)를 위해 충분한 여유 공간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17번 도로 

브리지(Route 17 bridge) 위의 6번 도로(Route 6)는 새 베어링과 새 교량 상판으로 

복구되면서 또한 충분한 상부 공간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유틸리티는 지하로 

이전했고, 새롭게 폭풍우 배수 시스템이 건설되었습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수십 년간 뉴욕 주민과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 방문객들에게 혜택을 줄 세계적 수준의 여행 허브를 

만들었습니다. 교통을 완화하고 허드슨 밸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며 21세기 

경제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통 네트워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Matthew J. Driscoll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톨게이트의 설치로 매일 수 천명의 운전자가 이 

단순화된 통행로를 이용하며 혼잡이 적고 안전한 이동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인프라를 강화하고 운송 네트워크를 현대화하는 

동시에 환경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역사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ean Patrick Malone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드버리 커먼(Woodbury 

Common) 주변의 혼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는 것은 취임 첫날부터 제가 최우선으로 

생각한 교통의 이슈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제가 확보한 연방 자금이 사용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협업을 통해 오렌지 카운티에서 생활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해주신 Cuomo 주지사와 허드슨밸리 지도자, 지역, 

주정부, 연방 수준의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Jen Metzg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드버리는 관광객과 허드슨 밸리 

쇼핑객들을 위한 최고의 장소이며, 오렌지 카운티와 그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주지사의 도로, 교통 및 경제 개발 허브(Road, Transit and 

Economic Development Hub)가 신속하게 완공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태양열 

대기소를 포함한 더 신뢰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며 통근자 편의에 맞춘 주차장이 

만들어져 기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기 자동차 충전소 중 한 곳에서 모든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James Skoufi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131번 출구(Exit 131) 인터체인지는 제가 수년간 기금을 

마련하여 시행을 추진해 온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지사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의 필수적 지원으로 진행할 수 있었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드버리 커먼에 기차역(Woodbury Common)을 세우는 것과 같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지만, 이 프로젝트의 완성을 통해 교통 완화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Aileen Gunth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고 연휴 

시즌에 맞춰 개장할 수 있어 기쁩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설리반 카운티가 누릴 혜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방문객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지역까지 훨씬 더 쉽게 

운전하여 이동할 수 있고, 우리 지역가 제공하는 멋진 것들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인터체인지가 100번째 지역구에 오신 

모든 여행객들에게 안전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동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Colin J. Schmit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드버리 타운에서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도로, 교통 및 경제 개발 허브 프로젝트(Road, Transit and 

Economic Development Hub Project)가 조기 완공되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통근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이러한 막대한 투자는 접근성, 

이동성 및 교통 패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증진시키고 오렌지 카운티와 

허드슨 밸리 전체에 더 많은 관광을 촉진할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생존력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더 중요한 인프라 투자와 우리 지역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teven M. Neuhaus 오렌지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드버리 

교통 허브(Woodbury Transit Hub)를 완공한 것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내며, 

이 성공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이 중요한 지역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지사와 주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년 기대했던 

레고랜드(LEGOLAND)의 개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드버리 교통 허브(Woodbury 



Transit Hub)의 완공을 통해 우리는 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통행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계 및 시공 일괄 계약(Design-Build contract) 방식을 통해 하도급 회사 한 팀이 전체 

프로젝트의 설계와 시공을 책임짐으로써 조정을 원활히 해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습니다. 설계 및 시공 일괄(Design-build) 방식은 또한 하도급 회사가 

프로젝트 지연 및 비용 초과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주정부에 정확한 비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공사 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두 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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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번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여기를 방문하시고, 또는 

모바일 사이트 m.511ny.org를 방문하십시오.  

  

트위터에서 뉴욕주 교통부(DOT)를 팔로우하세요. 팔로우하세요. 페이스북에서 

facebook.com/NYSDOT를 찾아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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