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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로운NY Bridge프로젝트의 지역에서 건설 선박을 추적 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위치 위성 (GPS)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허드슨 강에 있는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는 프로젝트 웹 사이트 NewNYBridge.com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및 

상업 보트는 활성화된 건설 영역에 대한 업데이트 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GPS 추적 시스템은 

현충일 휴일 주말과 여름 보트 시즌이 다가오면서 뉴욕 주 고속도로 당국, Tappan Zee Constructors, 

LLC (TZC)과 미국 해안 경비대에 의해 설립되는 새로운 보트 안전 개선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새로운 뉴욕 다리에서 건설 대원들이 작업하면서, 이런 향상된 기능이 

배치되며 보트를 즐기는 사람들은 더 잘 보호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활성화된 작업 영역에서 취하는 모든 예방 조치는 현재 사람들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가 제 시간에 끝나도록 유지합니다. 궁극적으로 

운전자들에게 덜 붐비는 출퇴근과 그들의 이동을 위한 안전한 다리를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보트 안전 증진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TZC 선박 및 바지선에 대한 추적 GPS  

• 레크리에이션 및 상업 보트를 위한 상호적인 GPS 웹 페이지  

• 바지선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전자 지리 담장 경보 시스템  

• TZC 바지선을 위한 향상된 계류 및 검사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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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TZC의 갑판원 및 강화 훈련 프로그램  

• 미국 해안 경비대가 제안한 계류 위치 주변의 안전 지대  

• 새로운 조명 부표 마커의 설치  

• 24 시간 TZC 안전 / 보안 순찰  

• 강화된 해양 법 집행 순찰  

• 확장된 미국 해안 경비대 규제 탐색 영역 (RNA)  

• 강에서 RNA발표의 새로운 간판  

• RNA에서 "천천히, 속도를 늦추세요”  

• 피어 몬트 보트/ 선착장으로 표시 할 접근 채널  

• 마리나, 보트 클럽, 공중 발사를 통해 배타 안전 정보를 배포  

• 새로운 열 화상 보안 카메라 시스템으로 전체 작업 영역을 모니터링 

 

일부 90의Tappan Zee Constructors선박은 현재 허드슨 강의 프로젝트 지역에 있으며 여름의 

성수기가 되면 130 혹은 그 이상이 작업 영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승무원 보트, 예인선, 바지선 

크레인과 바지선과 임시 고성 플랫폼은 현재의Tappan Zee 지역에 있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트는 이 지역에서 특히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 해안 경비대는 프로젝트 부지 주위에서 기존 교량을 기준으로 북쪽 500야드 남쪽 기존 

교량 500 야드를 통제된 탐색 영역(RNA)로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트는 이 

지역에서 5노트의 최대 속도로 속도를 내지 않도록 하며 다리의 남쪽과 북쪽 사이의 메인 

루트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RNA는 필요한 경우에 해안 경비대가 그 지역에서 해양 트래픽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습니다. RNA는 이미 다리의 남쪽 2백 야드와 북쪽 3백야드를 포위했다.  

고속도로 당국과Tappan Zee Constructor는 또한 부지에서 16개의 건설 바지선 계류 위치 

근처에 새로운 안전 영역을 적용하였습니다. 레크리에이션용 선박은 안전 영역에서 

운행이 불가합니다 (지도 보기 여기).  

GPS 추적 지도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탐색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Korean 

새로운NY Bridge보트 안전 정보와 미국 선원 및 건설 현장 지도에 대한 해안 경비대 

공지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www.newnybridge.com/documents/boat-

safety/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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