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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주주주 루트루트루트루트 17의의의의  122번번번번 출구의출구의출구의출구의 재건재건재건재건 완료완료완료완료 발표발표발표발표 

 

이 7500만 달러 프로젝트는 Orange 카운티 Wallkill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개선합니다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오늘 Orange 카운티 Wallkill 타운의 뉴욕주 루트 17의 

122번 출구를 재건하는 7500만 달러 프로젝트의 완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 인터스테이트 표준을 충족하고 17번 루트를 인터스테이트 86의 일부로 재지정하기 

위해 이 도로에 하고 있는 지속적 개선의 일환입니다.  

 

“뉴욕주의 교통 인프라에 시급한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는 수 백만 운전자와 통근자들을 

보호하고 더 튼튼한 커뮤니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새로 준공된 인터체인지는 앞으로 오랫 동안 혼잡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여 루트 

17 회랑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전체의 이동성을 향상하고, 경제 개발을 뒷받침하며, 카운티의 

중요한 의료 시설인 Orange Regional Medical Center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더 안전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라고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교통부교통부교통부교통부(NYSDOT) 장관장관장관장관 Matthew J. Driscoll이이이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NYSDOT은 주 전역에서 유사한 결과를 가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122번 인터체인지의 재건에는 루트 17에 접근하는 출구 및 입구의 재설계와 Wallkill 소재 

East Main Street 및 Crystal Run Road의 재정렬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루트 

17을 인터스테이트 표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국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중요한 

안전성 및 운영상의 결함을 해결하였습니다. 공사에는 새 Main Street 교량 건설; 

인터스테이트 84 동행으로부터 교통을루트 17 동행으로 이동시켜 루트 17 동행 교통을 

지역 도로로 나르는 철근 콘크리트 터널 설치; 루트 17을 인터스테이트 84 위로 나르는 

교량 재활; 공사 길이만큼의 새 교통 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가 포함되었습니다. 루트 

17의 재건과 관련되어 약 994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추가적 특징으로는  Wallkill 강 카누 출범장을 위한 접근로 및 주차장 신설, 

107대 공간의 주차 및 승차장 신설로 버스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Orange 카운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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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통근자에게 카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면허 청부업체는 뉴욕주 Castleton의 합작회사인 A. Servidone/B. 

Anthony Construction이었습니다. 공사는 2012년 1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소한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Sean Patrick Malone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는 왜 

본인이 하이웨이 법안에 뉴욕주가 투자하도록 투쟁한 이유이고 우리 이웃들을 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주, 지역 및 연방 레벨의 사람들이 협력할 때 무엇이 발생하는지의 좋은 

예입니다. 이것은 Orange 카운티의 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하며 루트 17을 I-86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우리 노력에서 큰 걸음입니다.”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John Bonacic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인은 이 7500만 달러 프로젝트의 

실현을 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여 기쁩니다. 루트 17의 122번 인터체인지 재건은 

운전자 안전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Wallkill 타운의 지역 업소에 접근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입니다. 본인은 이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로 삼은 주정부에 감사하며 그 혜택을 

보기 원합니다.” 

 

주주주주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Aileen Gunth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는 길고 사연 많은 

프로젝트의 반가운 끝입니다. 이제 운전자들은 더 좋고 안전한 출구로 의료, 소매 및 지역 

업소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프로젝트를 그 시작부터 

지지하여 자랑스러웠으며, 122번 인터체인지 같은 중요한 교통 프로젝트를 위한 Cuomo 

지사의 집념에 박수를 보냅니다.” 

 

Orang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관집행관집행관집행관 Steven M. Neuhau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루트 17의 

122번 인터체인지는 Orange 카운티 중심부의 상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회랑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공사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또한 통근자를 위해 혼잡을 줄일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준공 타이밍은 여기 연휴와 겹쳐 완벽합니다.” 

 

Wallkill 타운타운타운타운 감독관감독관감독관감독관 Dan Depew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올해는 여기 Wallkill 

타운에 또 한 번의 위대한 진보의 해이며, 저는 우리 모두가 의존하는 인프라에 필요한 

괄목할만한 개선을 위해 주 및 카운티와 협력하여 기쁩니다.” 

 

최신 교통 정보를 원하시면 511로 전화하거나 www.511NY.org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리의 새 모바일 사이트인 m.511ny.org를 방문하십시오.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을 

팔로우하십시오: @NYSDOT. 페이스북에서 facebook.com/NYSDOT을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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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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