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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 년 4 월 3 일 

CUOMO 주지사, NY Youth Work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뉴욕주 서부의 도로 및 교각 

프로젝트 가속화 발표 

 

292 마일의 도로 및 6 개 교량 수리를 위해 $121,178,370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서부 지역의 292 마일의 도로와 8 개 교량을 

수리하고 수 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46 개 NY Works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로 

$121,178,370 의 투자를 가속화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NY Works 프로그램의 교통 

부문을 위해 교통국(DOT)은 자본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설계-입찰-건설 프로젝트 

메커니즘 또는 새로 활성화된 설계-건설 프로젝트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하여 이 프로젝트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NY Works 프로그램은 신규 뉴욕 주민들이 뉴욕주의 인프라를 재건하는 일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태스크 포스팀은 

종합적 자본 계획을 조율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투자를 감독하며, 주 전역에 걸친 

중요한 수 백개의 프로젝트를 가속화함으로써 수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는 2 년 연속 재정적 책임, 일자리 창출, 정부 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균형적이며 변화 가능한 예산을 수립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 예산의 초석은 우리의 

노후화되어 가는 인프라를 재건함으로써 뉴요커들을 일자리로 되돌리고 우리가 주 정부를 본 

궤도에 올려 놓은 방식으로 우리 주의 경제를 다시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한 새롭고 더욱 

스마트한 전략인 New York Works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투자로 뉴욕의 경제 기반을 다시 

세우고 뉴욕 주민을 위한 수 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상원의원 George D. Maziarz 은 "NY Works 프로그램과 태스크 포스가 올해의 예산에 

포함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투자로 뉴욕주 서부의 도로와 교량을 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지사와 입법기관이 예산 집행을 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뉴욕주 Catharine Young 상원 의원은 "뉴욕주 서부 지역은 이제 교통 예산 부족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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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여 경제와 납세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서부는 인프라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New York Works 프로그램으로 도로와 교량 재건을 위한 자원에 

투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며 지역 사회가 더욱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주 입법기관과 협력하여 교통 프로젝트의 공정성을 

회복해준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Michael Ranzenhofer 상원 의원은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는 노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 및 주 입법기관의 구성원들과 함께 도로 및 교량 

재건을 위한 NY Works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경제에 대한 매우 귀중한 투자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Patrick M. Gallivan 상원 의원은 "뉴욕주 전체와 특히 뉴욕주 서부의 도로와 교량은 

오래 동안 퇴화되어 왔는데, 이것은 뉴욕주에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자본 인프라 투자 전략이 

없었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New York Works 프로그램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긍정적인 절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주 전체의 자본 인프라 프로젝트의 관리를 

간소화하고 필수적인 인프라 개선이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세금을 절약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Mark Grisanti 상원 의원은 "이 예산을 통해 교량을 재건하고 도로를 수리함으로써 

주 전체의 노화된 인프라를 수리하는데 투자할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와 연방 정부의 협력을 통해 12 억 달러를 새롭게 

지출하게 되는데 오래 동안 노화되고 방치된 기간 시설을 수리함으로써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ew York Works 운동으로 ECMC Hospital Drive 다리와 Delevan Ave 

다리를 Rte 33 까지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통로를 수리하게 됩니다. 또한 주요 도로 포장 

프로젝트를 통해 I-190 으로 연결되는 Church Street 램프, Peace Bridge 램프, Beach 

Road 에서 Sturgeon Point Road 까지의 NY-5 와 같은 주요 도로를 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New York Works 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ew York Works 는 다양한 면에서 뉴욕주에게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화된 인프라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또한 사업체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뉴욕주 북부의 경기 침체를 극복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Robin 

Schimminger 의원은 말했습니다. 

 

Crystal D. Peoples-Stokes 여성 의원은 "뉴욕의 방대한 교통 네트워크는 뉴욕주의 경제의  

핵심입니다". "최근에 통과된 예산으로 교량과 우회 도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일자리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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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Works 프로그램은 뉴욕주 서부의 근로자 가족에게 절실한 일자리를 마련해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뉴욕주 전체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Dennis Gabryszak 의원은 말했습니다. Sean Ryan 의원은 "이 프로그램은 

뉴욕을 위한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New York Works 프로그램으로 지역 경제가 개선되고 

도로와 교량을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뉴욕주의 일자리에 대한 투자입니다. New York Works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복구시키고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도로와 교량의 안전을 도모해주므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 전역에 걸친 커뮤니티를 강화시키면서 주지사의 재정 

의무에 대한 공약을 지키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이 예산은 새로운 세금, 공공 요금 

또는 술책 없이 수 십억 달러의 적자를 정리하고, 지출 성장률을 2 년 연속 2% 이하로 제한하며, 

NY Works 태스크 포스팀을 출범시켜 뉴욕주의 도로, 교량, 공원 및 기타 인프라를 재건하고 수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수 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본 예산안은 주요 경제 발전과 운송 계획, 정부 효율을 향상시킬 중요한 개혁안 및 주 전체 

커뮤니티를 강화시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NY Works 

 

NY Works 태스크 포스팀 형성  

 

NY Works 태스크 포스팀은 45 개 기관 및 당국에 걸친 자본 계획을 조율하고, 프로젝트 투자 

및 기금 이용을 감독하며, 수 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입니다.  

 

NY Works 이니셔티브 이전에는 45 개 주 기관 및 당국의 연 160 억 달러 자본 지출을 위한 

종합적인 주 계획이 없었습니다. 항만청, MTA 및 교통국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경우를 포함한 

일부 경우에 납세자 또는 통근자 자금 수 십억 달러가 기관들 사이의 조율 없이 같은 지역의 

교통 계획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NY Works 태스크 포스팀은 처음으로 

기관 및 당국 사이에 조율된 자본 인프라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재무, 노동, 기획 및 교통 

부문의 리더들로 구성된 이 태스크 포스팀은 또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공급 옵션 및 중요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할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NY Works 태스크 포스팀은 15 명의 멤버로 구성될 것입니다. 구성원 중 9 명은 주지사가, 

나머지 6 명은 의회가 선임할 것입니다. 모든 주요한 주 기관 및 당국은 자본 계획을 조율하기 

위한 실행 협의회에 참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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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NY Works 프로젝트는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웹 사이트에 게시되어 뉴욕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사회 프로젝트의 진척도를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리스트는 향후 몇일간 온라인에 

게시될 것입니다.  

 

도로 및 교량 재건 

 

본 예산은 결함 있는 도로 및 교량의 수리, 교체 및 개조를 가속화하기 위해 뉴욕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의 주 자본 기금에 2 억 4700 만 달러, 새로운 연방 기금에 9 억 1700 만 달러 등을 

지원하여 총 12 억 달러를 신규 지출에 충당합니다. 이 기금은 금년에 도로 및 교량을 위한 핵심 

교통 자본 프로그램에 이미 배정된 16 억 달러를 상회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및 주의 

경제에 수 십억 달러를 더 주입할 Tappan Zee 교량 교체 프로젝트의 진전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교통부가 선정한 가속화 프로젝트에 추가되는 12 억 달러에는 약 115 개 교량의 교량 데크 및 

구조물 교체 또는 재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 억 1200 만 달러와, 2000 마일 이상의 저비용 

포장 도로 보존 및 포장 처리를 위한 2 억 5000 만 달러, 그리고 자원 제약으로 인해 지연된 주 

전역의 지역적 또는 주 전체에 걸친 주요 교통 프로젝트를 위한 7 억 달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Y Works 가속화된 교량 및 포장 도로 보존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즉각적으로 창출하고 주요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촉진할 것입니다. 가속화된 교량 및 

포장 도로 보존 프로그램은 뉴욕주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 개의 교량을 위해 100 개의 다른 계약을 집행하기 보다는 프로젝트들을 지역별 계약에 

통합함으로써, 프로세스가 더욱 효율적으로 되어 뉴욕주는 중요 프로젝트를 적시에 예산 범위 

내에서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속화된 교량 프로그램은 NY Work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뉴욕주에서 교체가 필요한 

교량의 수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혁신적인 자본 프로그램 제공 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시간에 많은 교량을 복구 또는 교체하여 보수 비용을 없애고 수 많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며 

뉴욕주 경제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뉴욕주 교량의 2,500 개 또는 32%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량은 Long Island, Hudson Valley, 뉴욕주 

중앙 및 서부, 북부 지역 및 중심지 등의 4 가지 구역에서 6 개의 뉴욕주 설계-입찰-건설 계약 

및 4 개의 설계-건설 계약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NY Works 프로그램은 2,000 마일의 포장 도로의 상태를 개선하는 포장 도로 보존 

프로그램에 2 억 5000 만 달러를 투자하는데 이 거리는 뉴욕시에서 플로리다주의 Orlando 까지 

왕복하는 거리와 같다고 합니다. 뉴욕주 포장 도로의 40%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속화된 교량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뉴욕주 전역에서 포장 및 도로 상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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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서부의 가속화된 NY Works 교통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설명 
프로젝트 총

비용 

Western 

New York 
교량 

Peace Bridge 

요금소 운영 개선

Peace Bridge 는 뉴욕주 

서부와 캐나다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예정된 

요금소 리모델링 프로젝트로 

Peace Bridge 경계의 운영과 

보안을 개선함으로써 교통 

정체를 줄이고 국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5,000,000 

Western 

New York 
교량 

HOSPITAL DR ‐ Erie 

카운티의 

Buffalo 시 Rte 

33 까지 

데크 교체  $1,290,780 

Western 

New York 
교량 

DEERFIELD AVE ‐ 

Erie 카운티의 

Buffalo 시 Rte 

33 까지 

데크 교체  $1,256,700 

Western 

New York 
교량 

Rte 277 ‐ Erie 

카운티 

Cheektowaga 시의

Rte 33 까지 

데크 교체  $1,731,690 

Western 

New York 
교량 

Rte 400 SB ‐ Erie 

카운티 West 

Seneca 시의 LEIN 

ROAD‐ CR 154 

데크 교체  $830,700  

Western 

New York  교량 
DELEVAN AVE ‐ 

Erie 카운티의 

Buffalo 시 Rte 

데크 교체  $3,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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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까지 

Western 

New York 
교량 

Rte 400 EB ‐ Erie 

카운티 Elma 시의 

JAMISON RD 

CR574 까지 

데크 교체  $1,491,000 

Western 

New York 
교량 

Rte 400 WB ‐ Erie 

카운티 Elma 시의 

JAMISON RD 

CR574 까지 

데크 교체  $1,491,000 

Western 

New York 
도로 

Cuba ‐ 

Friendship 까지의 

I‐86 ‐ Allegany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1,210,750 

Western 

New York 
도로 

Cuba ‐ 

Belfast 까지의 SR 

305 ‐ Allegany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2,600,750 

Western 

New York 

도로 

US 219: Rt 98 ‐ 

Ellicottville South 

Vil Line ‐ 

Cattaraugus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380,000  

Western 

New York 
도로 

NY 417: 

Portville 시 ‐ 

Cattaraugus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198,000  

Western 

New York 

도로 

Rte 952M (Main 

Street) @I86 EXIT 

16 ‐ 394 ‐ 

Cattaraugus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110,000  

Western  도로  NY 305S: Rt 417 ‐ 

PA Line ‐ V. 
포장 도로 보존 공사  $3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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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Portville with 417 ‐

Cattaraugus 

카운티 

Western 

New York 

도로 

NY 39: Chaut 

카운티 ‐ 

Perrysburg 

WVLbundle ‐ 

Cattaraugus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357,500  

Western 

New York 

도로 

NY 39: Perrysburg 

West Village Line ‐ 

Jolls Rd 번들 ‐ 

Cattaraugus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572,000  

Western 

New York 

도로 

NY 353: Catt South 

Village Line ‐ 

Waverly St. ‐ 

Cattaraugus 시 ‐ 

Cattaraugus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187,000  

Western 

New York 
도로 

US 62: Church St ‐ 

Rte 322 ‐ 

Cattaraugus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990,000  

Western 

New York 
도로 

NY 322: Rte 83 ‐ 

Catt Co. Line ‐ 

Cattaraugus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115,000  

Western 

New York 

도로 

US 20: Westfield ‐ 

Brocton East 

Village Line ‐ 

Chautauqua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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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New York 
도로 

NY 953B( Strunk 

Rd.): Rt. 430 ‐ I‐86 

‐ Chautauqua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70,000  

Western 

New York 

도로 

NY 394: Gerry 

Levant Rd ‐ 

Kennedy ‐ 

Chautauqua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400,000  

Western 

New York 

도로 

NY 394: Rte 20 ‐ 

Mayville North 

Village Line ‐ 

Chautauqua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465,000  

Western 

New York 
도로 

Rt 426: I‐86 ‐ Rte 

426/ Rte 430 교차 

종점 ‐ Chautauqua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120,000  

Western 

New York 
도로 

US 62: Frewsburg ‐

Hartson Rd ‐ 

Chautauqua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1,250,000 

Western 

New York  도로 

NY 76: Rte 20 ‐ Rte 

5 ‐ Chautauqua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100,000  

Western 

New York 

도로 

US 62: I‐86 Ramps 

‐ Shermerhorn 

Corners ‐ 

Chautauqua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660,000  

Western 

New York  도로 
US 62:Hartson Rd ‐

I‐86 Ramps ‐ 

Chautauqua 

포장 도로 보존 공사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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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Western 

New York  도로 

NY 277; French Rd 

‐ Como Park ‐ Erie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250,000  

Western 

New York 

도로 

952T 

(Sweethome); 

Maple ‐ 

SUNY@Buffalo ‐ 

Erie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130,000  

Western 

New York  도로 

NY 240, Broadway 

접근 ‐ Genesee St 

‐ Erie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1,100,000 

Western 

New York  도로 

US 62, Bagdad Rd ‐

Wilcox Rd ‐ Erie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575,000  

Western 

New York 

도로 

US 62; Hamburg 

North Vil. Line ‐ I‐

90 지하도 (Sowles 

let 12/14) ‐ Erie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935,000  

Western 

New York  도로 

Peace Bridge 

램프(Busti ‐ I‐190 

SB) ‐ Erie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137,500  

Western 

New York  도로 

NY 425; Colvin Ave 

‐ Erie County Line ‐

Erie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990,000  

Western 

New York  도로 

NY 277, Michael 

Rd ‐ Cazenovia Crk 

‐ Erie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770,000  

Western 

New York  도로 
NY 130 

(Broadway); NY 

277‐ Dick Rd & 

포장 도로 보존 공사  $8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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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eau Ct ‐ NY 78 

‐ Erie 카운티 

Western 

New York  도로 

NY 5; Beach Rd ‐ 

Sturgeon Point Rd 

‐ Erie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1,155,000 

Western 

New York 

도로 

Church St; I‐190 

램프 ‐ Main St 

(Peace 다리와 

통합) ‐ Erie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319,000  

Western 

New York  도로 

NY 277, NY 391 ‐ 

Chestnut Park Ent 

‐ Erie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700,000  

Western 

New York 
도로 

NY 75, New 

Oregon ‐ Junction 

US 62 ‐ Erie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1,150,000 

Western 

New York  도로 

NY 240; Davis Rd ‐ 

Cole Rd ‐ Erie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190,000  

Western 

New York  도로 

NY 93; NY 5 ‐ 

Cedar St ‐ Erie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451,000  

Western 

New York  도로 

Rte. 425, Rte. 62 ‐ 

Lockport Rd ‐ 

Niagra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965,000  

Western 

New York 

도로 

Rte. 78, Erie 

County Line ‐ City 

of Lockport 및 Rt. 

Transit 의 Rt 93 ‐ 

Lockport 우회로 ‐ 

Niagra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2,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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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New York 
도로 

Rte. 104, Lewiston 

Village LN ‐ Model 

City Rd ‐ Niagra 

카운티 

포장 도로 보존 공사  $420,000  

 

NY Works 프로그램에 특정 프로젝트가 포함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속화된 교량 프로젝트:  

• 뉴욕주의 결함 있는 교량 목록에 포함. 

• 결함 있는 교량의 수를 즉시 줄이기 위해 2012 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젝트. 

• 연방 자금 지원 자격 보유. 

• 약 110 개의 교량이 이 가속화 프로그램에 따라 재건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의 절반은 프로젝트 완료를 가속화하기 위해 뉴욕주의 새로운 "설계-건설" 

권한을 사용합니다. 

 

가속화된 포장 도로 보존 프로젝트:  

• 주 전체의 도로가 보통 이하의 상태로 평가 

• 단일 포장, 분쇄 후 포장 등과 같이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방법. 

• 연방 자금 지원 자격 보유. 

• 2000 마일의 도로 수리 

 

가속화된 지역별 프로젝트: 

• 지역별 주요 프로젝트는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었지만 즉각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2 년으로 앞당겨져 주요 인프라 및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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