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2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모호크 밸리에서 2,200만 달러 규모의 도로 및 교량 개선 프로젝트들이 

완료되었다고 발표  

  

88 번 주간고속도로(Interstate 88) 및 10 번 도로(Route 10) 시공된 교량, 포장, 안전 수리 

공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호크 밸리에서 총 2,200만 달러 규모의 도로 및 

교량 개선 프로젝트들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별개의 프로젝트 2 건을 통해 쇼하리 

카운티의 10 번 도로(Route 10) 일부 구간을 재포장하고 옷세고 카운티의 88 번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88) 상의 포장과 교량 상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교통량을 줄이고 전반적인 지역 경제를 지원하면서 상거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호크 밸리에 비용 효과적인 현명한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뉴욕은 향후 오랜 

기간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옷세고 카운티에서, 오테고의 12 번 출구(Exit 12)와 오네온타의 13 번 출구(Exit 13) 

사이의 88 번 주간고속도로(I-88) 상의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법으로 25.8 마일의 

콘크리트 포장을 개보수하기 위한 2,06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88 번 주간고속도로(I-88)가 뻗어 있는 도로 상의 12 개의 모든 교량에 

대한 일반 유지보수 수리 공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공사에는 강철 수리 공사 및 

다수의 교량 상판 콘크리트 상단 구간 교체 공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 고속도로가 재포장되었고 이 지역 전체의 갓길과 가이드 레일이 수리되거나 

교체되었으며 배수 시스템도 개선되었습니다.  

  

88 번 주간고속도로(I-88)가 뻗어있는 길에서는 하루 평균 약 13,000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선형 교통로 교통량의 40 퍼센트 이상을 트럭과 

버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볼드윈 로드(Baldwin Road)에서 서밋 타운과 리치먼드빌의 플로스 로드(Ploss 

Road)까지 이어져 있는 10 번 주도(State Route 10)의 5 마일 정도를 재포장하는 공사가 

포함된 150만 달러 규모의 두 번째 프로젝트가 쇼하리 카운티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이 

도로 안전 프로젝트에는 2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50만 달러 이상 예산을 

남기고 완료되었습니다.  

  

도로 포장의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통해 뉴욕의 고속도로는 양호한 수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든 수리 공사에 대한 요구는 연기합니다. 

우리 주 교통 인프라의 수리와 현대화는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뉴욕주 및 지방 

지역사회들이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8 번 주간고속도로(I-88)는 여행자와 상거래 양쪽 

모두를 위한 서던 티어와 주도 지역 사이의 중요한 연결 도로입니다. 아울러 10 번 

도로(Route 10) 선형 교통로는 88 번 주간고속도로(I-88)를 수많은 타운을 북쪽과 

남쪽으로 연결합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필수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투자를 통해 우리의 교통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지방, 지역, 주 전체의 경제를 

지원합니다.”  

  

James L. Seward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고한 인프라는 공공 안전과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고속도로 개선 필요성에 관해 정기적으로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정기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주민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먼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 쇼하리 

카운티와 옷세고 카운티에서 시연된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환영받을만한 업그레이드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이 공사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에 감사드립니다.”  

  

William Mage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세고 카운티의 인프라에 대한 

이 투자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 여행객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적시에 프로젝트를 완료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신 교통정보를 확인하시려면 511번에 전화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www.511NY.org 

또는 모바일 사이트 m.511ny.org를 방문하십시오.  

  

뉴욕주 DOT 트위터 팔로우: @NYSDOT 및 @NYSDOTBGM.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Facebook.com/NYSD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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