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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세인트로렌스와 제퍼슨 카운티의 11번 도로 개선 

프로젝트가 완공되었다고 발표  

  

해당 프로젝트, 노스 컨트리의 인프라 강화 및 포트 드럼(Fort Drum)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1,110만 달러 투자의 일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세인트로렌스와 제퍼슨 카운티 11번 도로에 주요 건설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개의 고속 도로 개선 프로젝트는 노스 컨트리 

지역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포트 드럼(Fort Drum)에 대한 군사, 민간 및 상업적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1,110만 달러 투자의 일부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규모와 

인력의 수 및 경제적 기여 측면에서 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시설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전역에서 21세기에 적합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스마트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고용주로서 포트 드럼의 주변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이 지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오늘 완공된 프로젝트는 노스 컨트리가 제10 산악 사단(10th Mountain Division)의 가치 

있는 본거지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포트 드럼은 미국 육군의 10번째 산악 사단의 본거지로 뉴욕 북부에서 가장 큰 단일 위치 

고용주이며, 19,000명 이상의 군사 및 민간 요원이 기지에 직접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연간 경제적 영향은 거의 2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작업에는 제퍼슨 카운티 포트 드럼 근처의 미국 11번 도로와 26번 주도의 교차로 

개선을 위한 290만 달러의 프로젝트와 세인트로렌스 카운티 드칼브 타운의 CSX 철도 위 

미국 11번 도로의 교량 교체를 위한 820만 달러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11번 도로는 노스 컨트리 교통 

인프라의 중추이며 포트 드럼은 전체 지역의 경제 동력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Cuomo 

주지사가 이 지역에 대한 헌신과 포트 드럼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에서 살고 

일하는 남성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주 정부의 노력을 보여 줍니다."  

  

미국 11번 도로와 26번 주도의 교차로 개선 - 제퍼슨 카운티  



 

 

주 교통부에서 감독한 해당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가 2015년 시정 방침 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에서 포트 드럼(Fort Drum) 근처 26번 도로의 교통을 완화하고 

안전을 개선하는 교통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공약을 이행합니다. 최신 

교차로 개선은 그 약속의 일환으로 완료되는 세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포트 드럼과 

더불어 이 교차로는 에반스 밀스 마을로 향하고 클린턴 카운티로 향해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19년 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11번 도로 및 26번 주도의 교차로에 회전 차로를 

설치하고 11번 도로의 북쪽 방향 교통을 위해 26번 주도에 진출입로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해당 진출입로는 군사 및 민간 교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포트 드럼으로 

가는 상업 차량 도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신호 개선으로 정체가 완화되고 

복잡한 교차로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전 프로젝트는 포트 드럼의26번 주도 및 온타리오/오네이다 드라이브를 재조정했으며 

포트 드럼의 26번 주도 내쉬 대로를 따라 신규 교량을 건설하여 구역을 떠날 필요 없이 

휠러-새크 공군 기지(Wheeler-Sack Airbase)에 대한 기지 교통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프로젝트는 포트 드럼의 26번 주도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2012년 뉴욕주는 해당 기지의 경제 안정성에 의존하는 수천 명의 노스 컨트리 주민들을 

위해 기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700만 달러의 포트 드럼 커넥터(781번 주간 고속 

도로)를 완공했습니다.  

  

드칼브 타운 미국 11번 도로 교량 교체 - 세인트로렌스 카운티  

812번 국도와 19번 카운티 도로 사이에 위치한 새 교량은 그 교량 아래를 통과하는 CSX 

철도 라인을 위한 더 넓은 수직 및 측면 간격을 제공합니다. 교량의 더 넓어진 갓길은 

보행자, 자전거 사용자, 아미쉬 사륜마차 이동에 안전성을 높여 줍니다. 신규 교량에는 

안전을 위한 콘크리트 장벽과 보행자 울타리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작은 마무리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교량의 모든 주행 차선 이용이 

재개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시공이 진행되어 여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체가 

진행되는 동안 교량이 열린 상태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Ken Blankenbush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 

이상입니다. 11번 도로 여행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함으로써 포트 

드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연방 정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공공 안전에 좋으며 국가 안보에 유익합니다."  

  

운전자는 공사 구간에서 과속에 대한 벌금이 두 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05년의 공사 구간 안전법(Work Zone Safety Act)에 따라 공사 구간 내에서 2회 이상 

과속 위반으로 잡히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start-construction-29-million-route-26-intersection-realignment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ompletion-76-million-nash-boulevard-bridge-over-state-route-26-fort


 

 

  

트위터에서 뉴욕주 교통부(DOT) 팔로우: @NYSDOT. 페이스북 웹 페이지 

facebook.com/NYSDOT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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