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지역 재결합을 비롯해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해 브롱크스 강 

워터프론트와 공원 지역에 직접적인 접근성을 제공하는 셰리던 불라바드 

프로젝트(SHERIDAN BOULEVARD PROJECT) 완공 발표  

  

7,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사우스 브롱크스에 대한 전례 없는 주정부의 18억 달러 

투자의 일환  

  

주지사는 또한 헌츠 포인트 마켓(Hunts Point Market)의 직접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17억 달러 규모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  

  

1차의 5억 9,800만 달러 규모의 초기 투자는 에지워터 로드에 신규 경사로 건설, 교량 

교체, 브루크너 불라바드 및 헌츠 포인트 애비뉴 인터섹션 개선 등 추진  

  

헌츠 포인트 프로젝트(Hunts Point Project)는 현재 지나치게 비대해진 개리슨 

파크(Garrison Park)를 혁신하고 새로운 공용 도로를 콘크리트 플랜트 파크(Concrete 

Plant Park)와 개리슨 파크(Garrison Park) 사이에 만들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최근에 완공된 셰리던 불라바드 프로젝트(Sheridan Boulevard 

Project)의 성공을 이어갈 예정  

  

새로운 셰리던 불라바드의 동영상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며, 프로젝트의 동영상 

요약본은 여기에서 시청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7,500만 달러 규모의 셰리던 고속도로(Sheridan 

Expressway)의 혁신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사는 주간 고속도로를 

보행자 친화적 도로로 변모시키는 공사로서, 사우스 브롱크스 주민과 방문객들은 이 

도로를 통해 브롱크스 강 워터프론트 및 스타라이트 파크(Starlight Park)로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사우스 브롱크스에 대한 전례 없는 주정부의 18억 

달러 투자의 일환입니다. 셰리던을 새롭게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완공됨에 따라, 

주지사는 사우스 브롱크스에서 5억 9,800만 달러 규모의 설계 공사 고속도로 개선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7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1차 

단계로 브루크너 고속도로(Bruckner Expressway) 및 새로운 셰리단 불라바드 사이의 

인터체인지를 재건하고 헌츠 포인츠 마켓(Hunts Point Market)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pq7trtxBik&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7oiIqDrJGYE&feature=youtu.be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스 브롱크스 주민들은 이동성 및 경제 성장을 

제한하는 소음과 교통, 물리적 장벽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세대의 

어린이들이 지역 사회의 트럭 교통으로 인한 오염과 천식을 참아내야 했다는 점입니다. 

새롭게 개선된 셰리던 불라바드는 사우스 브롱크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을 

다시 연결하며, 인근 브롱크스 강 워터프론트와 공원에 대한 이동성을 개선함으로써 

과거 계획 상의 실수를 바로 잡습니다. 새로운 헌츠 포인트(Hunts Point) 프로젝트는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공원 및 워터프론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한편, 거리 교통량을 줄이고 헌츠 포인트 마켓(Hunts Point Market)을 비롯해 

자치구 및 지역 전체에 만들어진 중요한 상업 지구에 쉽게 접근하도록 만듭니다."  

  

셰리던 블러바드 프로젝트는 셰리던 고속도로(Sheridan Expressway)를 도심의 도로로 

재건하여 크로토나 파크(Crotona Park), 웨스트 팜스(West Farms) 및 사운드뷰 지역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3개의 새로운 횡단보도 건설을 비롯해,, 에지우드 

로드를 따라 스타라이트 파크(Starlight Park)와 브롱크스 리버 그린웨이(Bronx River 

Greenway)로 이어지는 새로운 양방향 자전거 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롱크스 강 

위에 만들어질 새로운 보행자 다리는 강을 가로지르는 다용도 도로를 통해 스타라이트 

파크(Starlight Park)를 연결하고 브롱크스 리버 그린 웨이(Bronx River Greenway)를 

따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헌츠 포인트 프로젝트(Hunts Point Project)  

세 단계로 완료되는 헌츠 포인트 프로젝트(Hunts Point Project)에 따라 브루크너 

고속도로(Bruckner Expressway) 및 새로운 셰리던 대로에서 각각 헌츠 포인츠 

마켓(Hunts Point Market)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매 식품 유통 센터 중 하나입니다. 지역사회 대기 오염 악화의 원인인 지역 도로를 

이용하는 13,000대의 트럭을 포함하여 매일 78,000 대가 넘는 차량이 헌츠 포인트 

반도(Hunts Point Peninsula)로 이동합니다.  

  

고속도로 재개발에 따라 지방 도로의 교통량이 줄어들 것이며 미국에서 천식 발생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의 소음과 대기 오염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개선 

프로젝트는 2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달부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어 에지워터 로드에서 셰리던으로 

연결되는 양방향 진입로, 브루크너 고속도로(Bruckner Expressway) 동쪽에서 에지워터 

로드로 이어지는 진입로 등 세 개의 신규 진입로를 건설할 것입니다. 그것은 브롱크스 

리버 애비뉴와 암트랙(Amtrak)/CSX 위를 지나는 네 개의 교량을 교체하는 한편, 

브루크너 불라바드와 헌츠 포인트 애비뉴 사이의 인터섹션을 개선합니다. 현재 과도하게 

확장된 개리슨 파크(Garrison Park)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브롱크스 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또한 콘크리트 플랜트 공원(Concrete Plant Park)과 개리슨 

파크(Garrison Park) 사이의 공용 통로를 건설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라파예트 애비뉴 인터섹션을 개선하고 에지워터 로드와 브루크너 

불라바드 서쪽을 따라 새로운 신규 공용 통로 두 개를 건설합니다. 브롱크스 리버 애비뉴 

육교 아래 브롱크스 강을 따라 새로운 열린 공간이 만들어져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암트랙(Amtrak)/CSX를 가로지르는 브라이언트 애비뉴 보행자 브리지 일부가 

교체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추진하며, 2022 가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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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문자 그대로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가운데 뉴욕 주민들이 녹지에 쉽게 접근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로 이용이 쉬워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사우스 

브롱크스의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여 헌츠 포인트 

마켓(Hunts Point Market) 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모으며, 

브롱크스 강 및 지역 공원으로 연결시킬 것입니다."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평등, 접근성 및 

공중 보건을 위해 싸운 많은 지역사회 집단과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승리입니다. 셰리던 

고속도로(Sheridan Expressway)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연방 경제 개발 촉진 교통 

투자(Transportation Investment Generating Economic Recovery, TIGER) 보조금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계의 과정이 완료되면 더 

많은 브롱크스 주민들이 스타라이트 파크(Starlight Park) 브롱크스 리버 그린웨이(Bronx 

River Greenway)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과 보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 완공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브롱크스 개선에 대한 혁신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Luis Sepúlved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롱크스 주민으로서, 우리는 

모두 극심 혼잡과 오염이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장기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한 도시 계획을 개선하는 사업을 오랫동안 

염원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셰리던 고속도로(Sheridan Expressway)를 변화시켜 

교통을 완화하고 사랑하는 브롱크스 강으로의 접근할 수 있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환경 정의와 공동체 보존을 위한 싸움을 주도한 지역사회 그룹과 지도자를 비롯해 이 

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의 우려에 귀 기울여주신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새로운 셰리단 불라바드가 센트럴 브롱크스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보행자, 자연, 그리고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더 많은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Marcos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크너(Bruckner)와 셰리던 

고속도로(Sheridan Expressway)를 재설계하기 위해 뉴욕주는 역사적으로 18억 달러를 

투자했고, 그 결과 뉴욕주는 수십 년간 브롱크스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던 부정의를 해결했습니다. 주민들은 복원된 워터프론트, 새롭게 개선된 파크랜드, 

브롱크스 리버 그린웨이(Bronx River Greenway)뿐만 아니라, 지역 도로에서의 트럭 교통 

및 배출량 제거, 비즈니스 접근과 일자리 성장 개선, 활용도가 낮은 공공 공간을 개발한 

지역사회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가 우리의 자치구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보장하여 천식과 기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브롱크스에서 수십 년간 목격한 것 중 가장 영향력 있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Andrew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브롱크스 이웃과 함께 

많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Carmen Arroy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우스 

브롱크스의 변신은 지역사회의 미래와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실행에 옮긴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새로운 셰리던 불라바드의 성장을 볼 수 있어 기쁩니다."  

  

브롱크스 자치구의 Ruben Diaz J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인프라를 재건하고 현대화하려는 의지를 입증했으며, 새로운 

셰리던 불라바드에서 거둔 성과는 가장 최근의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브롱크스 워터프론트와 공원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낙후된 주간 

고속도로를 변신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브롱크스 주민들이 수십 년간 꿈꿔 왔고, 

주지사의 지도력이 없었다면 실제로 일어날 수 없었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롱크스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Rafael Salamanca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롱크스의 주민들은 과거의 

실수로 인해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로운 셰리던 불라바드의 

완공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보행자 친화적인 불라바드는 

브롱크스를 다른 지역, 공원, 상업 기회와 연결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번영을 이끌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브롱크스 주민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준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헌츠 포인트 마켓(Hunts Point Market)은 연간 경제 활동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창출하고 

있는 브롱크스의 필수적인 경제 엔진입니다. 이곳에는 매일 수만 대의 차량이 방문하며, 

특히 웨스트체스터 애비뉴와 브루크너 불라바드를 통해 주간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오가는 데 사용됩니다.  

  

이 전체 프로젝트는 새로운 셰리던 불라바드(Sheridan Boulevard)에서부터 입체 

진입로를 만들고 브루크너 고속도로(Bruckner Expressway)에서 이 마켓으로 바로 

진입하는 에지워터 로드로 새로운 동쪽 방향 출구를 만드는 방식으로 지역도로 시스템을 

변형시킬 것입니다. 셰리던 진입로(Sheridan ramp) 덕분에 지역도로에서 교통 정체로 

인해 공회전하는 트럭들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도로에서 트럭의 

이동 시간이 평균 30 퍼센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루크너(Bruckner)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헌츠 포인트(Hunts Point) 2차 프로젝트를 통해 마켓에 

직접 진입할 수 새로운 진입로의 출입구가 레깃 애비뉴(Leggett Avenue)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브루크너/셰리던 인터체인지에서 세 번째 차선을 

양방향으로 추가하여 병목 현상을 해결합니다. 헌츠 포인트 반도 (Hunts Point 

Peninsula) 내에서 자동차, 트럭, 보행자 교통을 안내하는 새로운 표지판 및 도로 표면의 

신호표지를 설치할 것입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가 리더십을 발휘한 브롱크스의 혁신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7년 주지사는 뉴욕주가 지역에서 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뉴욕 주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브롱크스에 2,0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그린마켓 지역식품허브 (Greenmarket Regional Food Hub)를 건설하는데 1,5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미성년자와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뉴욕주 전체 지역사회에 생기는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적인 세금 혜택 프로그램인 도시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Urban Youth Jobs Program)의 성공을 위해서 추가로 3,0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자치구에 새로운 영화 제작 스튜디오인 실버컵 스튜디오 

노스 (Silvercup Studio North)를 개관하기 위해 160만 달러의 성과 기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브롱크스 주민들은 또한 지역사회를 관광산업을 위해 한층 더 개방하고 지역 주민들이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으로 쉽게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헌츠 포인트(Hunts 

Point), 파크체스터(Parkchester), 모리스 파크(Morris Park), 코업 시티(Co-op City)에서 4 

개의 새로운 메트로-노스 노선역 (Metro-North stations)이 건설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 퇴치 (Empire State Poverty Reduction) 정책을 

통해 뉴욕주정부 및 지방 정부, 비영리 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들이 브롱크스 지역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해결책을 설계하여 실행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url?k=31e8659e-6dcd69fd-31ea9cab-0cc47aa88e08-d762565609d9e688&q=1&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277CA49A0C80110A852584CD006AB63D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