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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KEENE에서에서에서에서 7개개개개 교량의교량의교량의교량의 교체를교체를교체를교체를 발표발표발표발표 
 

교량은교량은교량은교량은 세굴과세굴과세굴과세굴과 홍수를홍수를홍수를홍수를 일으킬일으킬일으킬일으킬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교량을교량을교량을교량을 찾아찾아찾아찾아 교체하는교체하는교체하는교체하는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 일부일부일부일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Essex 카운티 Keene 타운의 Route 73을 이어주는 7개의 

교량을 교체하는 1,560만 달러의 프로젝트의 작업을 이번 주에 시작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다리는 뉴욕 주의 중요한 세굴 및 홍수 일으키는 교량 프로그램의 일환의 

계약 중 첫 번째 입니다. 주지사는 105개의 교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 비상 

관리기구로부터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7개의 교량은 우리가 지금까지 

FEMA의 승인을 받은 최초 80개 중 일부입니다. 
 

“이 다리를 교체하는 것은 악천후의 여파로 강한 교량을 재구축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교체를 진행함으로, 우리는 

지역의 중요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미래의 악천후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Essex 카운티의 주요한 교통 동맥 중 하나가 안전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저는 곧 이 작업의 완료를 보길 기대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초에 강철과 콘크리트 더미를 추가, 악천후에 구조물의 탄력성을 

개선하고 미래에 인프라 강화를 위한 주로 입구 증가를 포함하는 교량 교체를 통해서 

안전을 향상시킵니다. 작업은 또한 다리와 인접한 도로에서 홍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굴 중요/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다리 프로그램은 뉴욕 주에서 중요한 인프라 노선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이동성을 강화하고 비상시 교통 

접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FEMA는 80개 교량 건설을 위한 자금으로 2억 7,84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나머지 

25개 교량에 대한 기금은 봄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eene의 7개 교량의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St. Huberts 근처의 Beede Brook을 지나는 Route 73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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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Huberts 근처의 Beede Brook을 지나는 Route 73 교량 

• St. Huberts 근처의 Ausable 강의 동쪽 지류를 지나는 Route 73 교량 

• Keene Valley에 Johns Brook을 지나는 Route 73 교량 

• Keene Valley에 Johns Brook Overflow 을 지나는 Route 73 교량 

• Marcy Field 근처에 Ausable 강 동쪽 지류를 지나는 Route 73 교량 

• Keene 서쪽 Cascade 호수 유출구를 지나는 Route 73 교량 
 

작업은 공사 기간 중에 교통 정리를 위해 사용할 임시 교통 신호를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교량은 올해와 2016년에 교체될 것입니다. 건설 기간 동안, 

각각 교량의 교통은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하나의 교류 차선으로 감소될 것입니다. 

교통부는 더 많은 교통량을 한 방향으로 또는 필요하다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신호 타이밍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합니다. 
 

Albany 카운티의 Harrison & Burrowes Bridge Constructors of Glenmont이 공사를 

맡았습니다. 
 

뉴욕의 5억 1,800만 달러의 세굴 중요/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다리 프로그램의 목적은 

105개의 교량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업그레이드하여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교량들은 주도 지구, Long Island, Mid-Hudson, Mohawk Valley, North 

Country, Finger Lakes 및 Southern Tier 지역의 구조물에 초점을 두고 주 교통부에 의해 

반복 홍수 사례로부터 가장 위험에 처한 것으로 식별되었습니다. 
 

뉴욕 주 교통부(NYSDOT) 국장 Joan McDonald는 “저는 이 7개 교량을 강화하고 

Hurricane Irene에 의해 피해를 입은 Keene 타운의 중요한 인프라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데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교통부는 이 교량에 대한 

작업을 준비하는 데 큰 현지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타운 리더들과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Elise Stefanik는 “우리가 튼튼한 도로와 교량을 가지고 있고 미래의 자연 

재해에 대해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North Country 가족들의 경제 개발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Keene의 이 교량들을 교체하는 것은 North 카운티의 인프라에 굉장히 

중요하며, 저는 이를 우선순위로 만든 Cuomo 주지사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Betty Little은 “우리의 North Country 지역 사회는 우리의 강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교량이 필요합니다. 이 다리 교체는 적절한 

시기였으며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사회의 필요를 위해 싸우는 Cuomo 주지사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Dan Stec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엄청난 폭풍은 인프라의 중요성과 우리 지역 

사회의 안전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홍수를 일으키는 교량 모두를 주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지사와 일하게 되어 기쁘고 North Countr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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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그의 지속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ssex 카운티 감독위원회 위원장 Randy Douglas는 “이 중요한 인프라는 주민들과 

기업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지역 사회, 미래에 투자하고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다리를 

교체하며 우리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려는 Cuomo 주지사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eene 타운 관리자 Bill Ferebee는 “이 교량들을 교체하는 것은 이 중요한 인프라의 

필요에 의존하는 우리 지역, 우리 주민과 소기업들에 중요합니다. 저는 이 연방 자금을 

지원을 위해 밀고 나가고 우리 지역 사회의 안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 7개의교량의 교체를 

우선 순위로 만든 주지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6 월에 Cuomo 지사는 더욱 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재건하려는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려는 활동에 위험완화 교부금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FEMA의 승인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회복 능력을 증가시키고, 

미래의 재해와 관련된 손실 및 손상의 위험을 완화하며, 어려움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량침식 프로그램은 주의 교통부, 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와 주지사 폭우복구실 사이의 

전례 없는 협업의 산물입니다. 이로써 뉴욕주는 혁신적 홍수 복구 및 완화 활동의 

최선두에 서게 됩니다. 
 

교량 세굴이란 모래와 돌과 같은 기초 자재가 교량 교대, 기둥, 기반 및 제방 주변과 

밑에서 부식되어 떨어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량을 업그레이드하면 홍수 발생 

시와 발생 후 비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교량 입구가 강과 개울을 가로 막아 

침수가 발생할 위험을 줄여줄 것입니다. 
 

이 업그레이드 및 보강공사에 포함된 모든 교량은 기술 기준에 따라 건설되어 안전하며 

매일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갖가지 극심한 기상 사태와 커다란 폭우 및 

홍수 발생 횟수의 증가로 인해 극한 자연 사태로 인한 물의 세기와 속도로 야기되는 세굴 

현상에 취약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전주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비상 사태시에도 긴요한 생명구조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량 강화는 폭우와 홍수 시에 고속도로 

통행에서 지연 및 우회에 대한 가능성을 줄일 수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작업하는 구간에서 과속을 할 경우 벌금은 두 배가 될 것입니다. 2005년 

공사 구간 안전법에 따라 공사 구간 내에서 2회 이상의 과속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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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여행 정보에 대해서는 511에 전화하거나 www.511NY.org을 방문하거나 새로운 

모바일 사이트 m.511ny.org에 로그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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