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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홍수홍수홍수홍수 제어를제어를제어를제어를 위한위한위한위한 댐댐댐댐 개선개선개선개선 작업에작업에작업에작업에 90여만여만여만여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NY Works 사업에사업에사업에사업에 따라따라따라따라 8개개개개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자금을자금을자금을자금을 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 있는 8개의 댐이 홍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개선 

프로젝트로 NY Works 사업으로 905,000 달러의 자금을 받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7개 댐의 설계 작업에 사용되고, 다른 하나의 프로젝트는 이번 가을에 착수할 계약에 사용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뉴욕주의 여러 지역들은 엄청난 폭우와 홍수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인프라의 업데이트와 개선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NY Works 프로그램에 따라, 이번의 기금은 중요한 댐 개선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투자는 

홍수 제어 및 예방과 앞으로 오랫 동안 우리 지역을 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환경보존부(DEC)와 뉴욕주 총무국(OGS)에서 내린 두 건의 작업 명령과 DEC와 

뉴욕주기숙사공사(DASNY)에서 내린 여섯 건의 작업 명령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수행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빗물 저장 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일부 댐 높이 상향; 제방 

강화 및 재 경사 작업 수행; 부식 방지를 위한 사석 설치; 배관 확대 및 출구 밸브 추가; 새로운 지하 

배수로 설치. 

 

DEC의 Joe Martens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ew York Works 프로그램은 뉴욕의 홍수 조절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뉴욕주 커뮤니티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지사께서는 지역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New York Works를 

만들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가 시연됨에 따라 댐의 상태를 개선하고 홍수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업 명령이 떨어진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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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ylor Pond Dam, Town of Black Brook, Clinto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135,000 달러 (설계) – CHA Consulting 

Engineers (DEC/OGS) 작업 내용으로는 댐 높이를 올려 빗물을 저장하고, 누수 배수관을 추가하며 

사석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건설 작업은 2014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Marcell Rothe Dam, Town of Kent, Putnam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271,443 달러(시공 중) – Arold Construction Co. 

DEC/OGS 작업 내용으로는 역사적인 수위를 회복하기 위해 방류 구조를 재시공하고, 추가 제방 

재료를 추가하여 댐 안정성을 개선하고 배출관를 확장하고 넘치는 보조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건설 작업은 9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White Pond Dam, Town of Kent, Putnam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102,804 달러(설계) – Dewberry 

Goodkind(DEC/DASNY). 작업 내용으로는 기존의 방류 구조를 교체하고 제방을 추가하여 댐 

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건설 작업은 2014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Warner Dam, City of Jamestown, Chautauqu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67,672 달러 (설계) – Stantec Consulting 

Services(DEC/DASNY). 작업 내용으로는 기존의 테인터 게이트 제어장치를 새로 페인트 칠하고 

콘크리트 수선 및 사석을 설치하여 부식 부위를 손질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건설 작업은 9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Avon Marsh Dam, Town of Avon, Livingsto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58,230 달러(설계) – Stantec Consulting 

Services(DEC/DASNY). 작업 내용으로는 기존의 방류 구조를 교체하고 사석을 설치하여 부식 부위를 

손질하고 제방을 추가하여 댐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건설 작업은 이번 가을에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Papish Pond Dam, Town of Cincinnatus, Cortland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63,934 달러(설계) – O’Brien & Gere 

Engineers(DEC/DASNY). 작업 내용으로는 기존의 방류 구조를 교체하고 제방 재료를 추가하여 댐 

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건설 작업은 9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Hatchery Dam, Town of Constantia, Oswego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115,959 달러(설계) – O’Brien & Gere 

Engineers(DEC/DASNY). 작업 내용으로는 댐 구조물과 Hatchery Road 밑의 지하 배수로를 완전히 

교체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건설 작업은 2014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Alder Lake Dam, Town of Hardenburgh, Ulst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495,180 달러(설계) – Dewberry 

Goodkind(DEC/DASNY). 작업 내용으로는 댐 방류 구조 확장과 사석 설치로 부식된 내둑 부위를 

손질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건설 작업은 2014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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