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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SCHENECTADY와 AMSTERDAM 사이의 720만 달러 규모 고속도로 

복구 프로젝트 완료 발표 

 

예정된 시간과 예산대로 완공한 프로젝트에는 I-90 고속도로의 26번과 27번 양방향 출구 

안전 개선과 도로 주변 복구공사가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chenectady와 Montgomery 카운티에 있는 뉴욕주 

고속도로(I-90)의 26번과 27번 출구 사이의 720만 달러 규모 복구공사가 예정된 시간과 

예산대로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모호크 밸리를 지나는 

30,000여 명의 운전자가 매일 이용하는 통로에 대한 17.4마일의 아스팔트 교체 공사와 

몇 가지 안전 보강 및 도로 주변 복구공사가 포함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간의 고속도로는 모호크 밸리와 주도 지역을 

잇는 중요한 연결도로이며 이 도로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두 지역의 경제와 

주민들에게 모두 중요합니다. 예정된 시간에 예산대로 완공된 공사로 하여 앞으로 

장기간 도로의 안전과 신뢰 및 탄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복구 프로젝트는 2016년 7월에 시작하여 낙석 다발 지역의 나무 제거와 도로 옆에 

새로운 낙석방지 울타리 설치 등 안전과 수리 보수 공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밖에 

프로젝트의 아스팔트 교체 공사와 도로 위 잔해 제거 작업은 도로 배수 기능을 향상하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뉴욕주 고속도로청 Bill Finch 대리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현명한 투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우리의 도로 안전과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수천만의 운전자가 매일 이용하는 이 고속도로에 대한 보수는 

매일 이 구간을 이용하는 통근자들뿐만 아니라 뉴욕주를 찾는 모든 여행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운전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뉴욕주 전역에서의 고속도로 및 교량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Cuomo 주지사의 

‘운전자가 먼저’(Drivers First)라는 기획의 요구사항대로 진행되었습니다.  

 

George Amedor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공공시설에 대한 투지와 유지 

보수는 모든 뉴욕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중요합니다. 최근의 이런 업그레이드와 개선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운전조건을 향상하고 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전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Angelo Santabarbara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목기사로서 저는 현재 주 

의회에 근무하면서 이런 21세기의 공학 기술로 공공시설, 도로 및 교량을 향상하는 

현명한 투자는 우리 북부지역의 장래 성공을 보장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중요한 투자로 하여 우리의 뉴욕 북부지역을 지역의 명소로 전환하고 있으며 우리의 

북부 지역사회는 반드시 최대한의 접근성으로 지역 주민, 노동자, 우리의 

커뮤니티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및 주 전역에서 오는 방문자들에게 쉽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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