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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3,250만 달러 규모의 노스 컨트리 도로 재포장 프로젝트 완공 발표  

  

이글 베이에서 블루 마운틴 레이크까지 해밀턴 카운티의 28번 도로를 재포장해 안전성을 

개선하고 관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85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세인트 로렌스, 프랭클린 및 클린턴 카운티의 172개 차선을 재포장하는 총 1,4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노스 컨트리 전역에서 진행되었던 3,250만 달러 

규모의 도로 재포장 프로젝트가 완공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글 베이(Eagle Bay)에서 

해밀턴 카운티의 블루 마운틴 레이크(Blue Mountain Lake)까지에 해당하는 28번 

주도(State Route 28)의 25.4 마일 구간을 재포장했습니다. 28번 도로(Route 28)의 해당 

구간은 센트럴 애디론댁 트레일 시닉 바이웨이(Central Adirondack Trail Scenic 

Byway)의 일부이며, 풀턴 체인 오브 레이크스(Fulton Chain of Lakes) 통행로를 따라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크레이션 및 관광지로 연결됩니다.  

  

또한 1,400만 달러의 투자 덕분에 세인트 로렌스, 프랭클린 및 클린턴 카운티에 위치한 

20개 주도에서 172개 차선을 재포장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노스 컨트리 여행객을 

위해 주요한 연결로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주행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전역에서 인력 및 

사업이 원활하레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프라를 강력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경제 

성장에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 전역의 교통 시스템 투자에 뉴욕이 

열중하는 이유입니다. 노스 컨트리는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지역 중 하나이며, 도로 

개선 공사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 더욱 편안하게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8번 도로 프로젝트:  

28번 도로에서 진행된 1,850만 달러의 프로젝트에는 배수로를 새롭게 설계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도로 도랑을 굴착하고 등급을 매겨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우수 배출을 개선했습니다. 대부분의 우수지에 일반적인 회색 돌이 아니라 

애디론댁 조약돌을 사용하여 도로가 미적으로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새로운 간판, 가이드 레일 및 개선된 스노우 모빌 크로싱을 설치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운전자 우선 프로그램(Drivers First initiative)에 따라, 이는 도로 혹은 

교량 건설로 인한 이동 지연 사태 발생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우선시하였으며, 일반 이동객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세인트 로렌스, 프랭클린, 클린턴 카운티 도로 포장 프로젝트: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에서 도로 포장 공사는 다음 장소에서 실시했습니다.  

• 칸톤 빌리지와 피어폰트 타운 피어폰트 헴릿 사이의 68번 주도(State Route 68)의 

16차선 도로.  

• 마콤 타운 브레이즈 코너스에서 모리스 타운의 58번 주도(State Route 58)-12번 

주도 인터섹션까지 58번 주도 25차선 도로.  

• 마세나 타운 마세나 빌리지에서 브래셔 타운의 헬레나 헴릿까지 37C번 

주도(State Route 37C)의 16차선 도로.  

• 칸톤 타운 우드브리지 코너스에서 칸톤 빌리지까지 68번 주도(State Route 68) 

11차선 도로.  

• 노포크 타운의 노포크 헴릿에서 레이몬드빌까지 56번 주도(State Route 56) 8차선 

도로.  

• 홉킨튼 타운의 니콜빌 헴릿에서 프랭클린 카운티 경계선까지 458번 주도(State 

Route 126)의 7차선 도로.  

• 노퍽 타운 노우드 헴릿에서 노퍽까지 56번 주도 4차선 도로.  

• 310번 주도(State Route 310)-11번 국도(US 11) 인터섹션에서 310번 주도, 칸톤 

타운의 피네간 로드까지 310번 주도 3차선 도로.  

• 칸톤 타운의 11번 국도(US Route 11)-68번 주도(State Route 68) 인터섹션에서 

칸톤 빌리지 경계선까지 11번 국도 2차선 도로.  

  

프랭클린 카운티에서 도로 포장 공사는 다음 장소에서 실시했습니다.  

• 플랭클린 타운의 에섹스 카운티 경계선에서 버몬트빌 헴릿까지 3번 주도(State 

Route 68)의 16차선 도로.  

• 터퍼 레이크(Tupper Lake)의 빌리지 경계선에서 터퍼 레이크 타운의 3번 

주도(State Route 3)-플레전트 스트리트 인터섹션까지 3번 주도 5차선 도로.  

• 셔터게이 타운의 셔터게이 빌리지 경계선에서 클린턴 카운티 경계선까지 11번 

국도(US Route 126)의 6차선 도로.  

• 말론 타운 말론 타운 경계선에서 레이크 티투스(Lake Titus)까지 30번 주도(State 

Route 30) 6차선 도로.  

• 말론 타운의 말론 빌리지 경계선에서 37번 주도(State Route 37)-11번 국도 

인터섹션까지 37번 주도 2차선 도로.  



 

 

• 봄베이 타운의 봄베이 타운 경계선에서 버몬트빌 헴릿까지 95번 주도(State Route 

68)의 8차선 도로.  

  

클린턴 카운티에서 도로 포장 공사는 다음 장소에서 실시했습니다.  

• 챔플레인 타운의 킹스 베이 로드에서 루스 포인트 빌리지까지 9B번 주도(State 

Route 9B) 7차선 도로.  

• 클린턴 타운의 추루부스코 헴릿에서 엘렌버그 타운의 엘렌버그 코너스까지 11번 

국도의 8차선 도로.  

• 22B번 주도(State Route 22B)-스탠리 로드 인터섹션에서 스카일러 폴스 타운의 

모리슨빌 헴릿 사라낙 리버 교량까지 22B 주도 6차선 도로.  

• 엘렌버그 타운의 플랭크 로드에서 엘렌버그 코너스까지 190번 주도(State Route 

190) 5차선 도로.  

• 사라낙 타운 클레이버 헴릿에서 모핏츠빌까지 3번 주도 11차선 도로.  

  

이번 작업은 제퍼슨 카운티의 7개 주정부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진행된 최근 완공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며, 노스 컨트리의 많은 여행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광을 비롯한 추가적인 경제 활동 기회를 창출합니다.  

  

교통부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탄력적인 운송 네트워크는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와 경제적 역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로 포장 개선 공사는 뉴욕의 도로를 안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해밀턴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Hamilton County Board of Supervisors) 회장인 

William G. Far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애디론댁 트레일(Central Adirondack 

Trail)(28번 주도(NYS Route 28))의 일부인 25 마일 구간에 대한 개선 공사는 애디론댁의 

관광산업과 기업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헌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저는 

지난 10 년 동안 주지사와 수많은 주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트레일에서 기술에 

이르기까지 인프라를 향상시키기 위해 훌륭한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 성과에 대해서 

주지사와 DOT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운전자들이 실시간 이동 정보를 원할 경우, 뉴욕주 공식 교통 및 

여행 정보 공급원인 511NY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1-1로 전화하시거나 또는 

511NY.org를 방문하시거나, 아이튠즈(iTunes) 또는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무료 

511NY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도로 상황을 확인하거나 교통 카메라로 도로 상황을 보거나, 공항 및 대중교통 정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드라이브 모드(Drive mode)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드는 운전 중에 선택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와 공사 정보를 소리로 알려 줍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ompletion-paving-projects-across-jefferson-county-improve-travel-and
https://protect2.fireeye.com/url?k=39f7fd0b-65cf5a69-39f5043e-000babd9f75c-b8c13b4f04eeadc2&u=https://protect2.fireeye.com/url?k=b394eb9b-ef15d9f8-b39612ae-000babd9069e-1c1f562039a92b9a&u=https://511ny.org/


 

 

운전자는 작업 구역에서 속도를 늦추고 책임감있게 운전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작업 

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작업 구역 내에서 2회 이상 과속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뉴욕주 교통부 팔로우: @NYSDOT. 페이스북 facebook.com/NYSDOT도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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