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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WHITEFACE MOUNTAIN VETERANS' MEMORIAL 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 복원복원복원복원 비용으로비용으로비용으로비용으로 12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Wilington에 있는 8마일 길이의 Whiteface Mountain 

Veterans’ Memorial 고속도로의 주요 수리를 위해 주 자금에서 12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Whiteface Mountain Veterans' Memorial 고속도로는 전세계에서 High Peak를 보기 

위해 관광객, 자전거 이용자, 등산객 등이 모여들어 멋진 풍경을 감상하는 곳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너무 오래 동안 수리하지 않고 방치되어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야기했는데 오늘 뉴욕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아름다운 도로로 복원하기 위한 주요 수리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orth Country는 가장 경치가 좋고 특별한 장소 중 하나로서 

뉴욕주는 이 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Adirondacks의 장점을 관광객과 야외 활동 

애호가들이 즐기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개통되는 이 고속도로는 고도 4,867피트의 Whiteface 

Mountain까지 8마일 멋진 경치를 많은 자전거 이용자, 등산객 및 28,500대의 차량이 즐기는 North 

Country의 주요 명소입니다. 2008년 10월 이 단지는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포함되었습니다.  

 

1935년 개통된 이후 이 고속도로와 Castle, Summit Building, 도로의 석조 구조물은 악천후, 강풍 및 

혹한과 더불어 여러 차례 산사태, 폭우, 지진을 겪었습니다. 도로 표면은 고르지 않고 금이 갔으며 

오래된 배수 시스템 때문에 급속도로 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또한 1960년대 

이후 재포장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올림픽 지역 개발 기관(ORDA)이 종합적인 수리를 실시할 자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지사의 오늘 발표로 주 자금에서 1200만 달러가 지원되어 도로를 

수리하고 엘리베이터와 톨게이트를 수리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 

자금은 주지사의 인프라 프로그램으로서 뉴욕주 전역의 도로, 교각, 공원을 재건하는 NY 

Works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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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face Mountain Veterans’ Memorial 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 소개소개소개소개 

 

Governor Franklin D. Roosevelt 뉴욕 주지사가 세계 1차 대전 참전용사를 위해 실시한 이 고속도로 

공사는 192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건설 비용으로 120만 달러가 소요된 이 고속도로는 1935년 9월 

14일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된 Roosevelt 주지사가 개통했습니다. 고속도로 이외에도 이 단지에는 

톨게이트, 고속도로 상행선 종점의 캐슬 석조물, 산 정상에 엘리베이터를 갖춘 Summit House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5년 Mario Cuomo 주지사는 모든 전쟁의 참전용사를 위한 고속도로를 재건했습니다. 현재 

Whiteface Castle의 북쪽에 명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Betty Little 상원의원은 “도로 및 교각 상태는 안전은 물론 미관적 이유로도 관광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처음 방문하거나 자주 방문하더라도 여행하는 지역의 도로의 

안전성을 신뢰하며 관광 명소를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Whiteface Mountain Veterans’ 

Memorial 고속도로는 오래 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이 재건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 뉴욕주가 재정 지원을 발표한 것은 

참전용사의 업적을 기념하는 시기 적절한 일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an Stec 의원은 “오늘 기쁜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인 Veterans 

고속도로의 수리로 참전용사의 업적과 희생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건설된 역사적 건물을 따라 

방문객들이 멋진 경치를 즐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지사의 훌륭한 비전과 그로 인해 

North Country의 관광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감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ay Town 감독자 겸 Essex 카운티 입법위원회 회장인 Randy Douglas씨는 “뉴욕주가 Whiteface 

Veteran’s Memorial 고속도로에 투자하기로 한 노력은 우리 지역사회에게 큰 희소식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수 십 년 동안 North Country의 명소로서 운전자에게 동북부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해왔는데 Cuomo 주지사가 이 중요한 자금으로 매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 많은 운전자를 

위해 고속도로를 복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올림픽 지역 개발 기관(ORDA)의 Pat Barrett 회장은 “이 고속도로는 지역사회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주민의 연령이나 능력 수준에 관계 없이 Adirondack 

Park의 멋진 경치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Roosevelt 주지사의 꿈을 아직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ilmington 타운 감독자인 Randy Preston씨는 “Cuomo 주지사가 Wilmington과 우리 지역에서 

Whiteface Veterans' Memorial 고속도로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복원 

공사는 오래 동안 효과를 발휘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Adirondack Park의 멋진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 모여들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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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EDC 공동회장 겸 North Country 상공회의소 회장인 Garry Douglas씨는 “North Country의 관광 

명소인 Whiteface Mountain과 Veterans’ Memorial 고속도로에 대한 뉴욕주의 투자는 뉴욕주 전역의 

관광산업을 지원하려는 주지사의 노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North Country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가 

경제 성장을 위해 지역 관광/레크리에이션 기반 지역사회를 다양화하려는 전략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Veterans' Memorial 고속도로를 수리함으로써 관광객과 자연 애호가들은 Whiteface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할 것이며 Adirondack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CREDC 공동 회장 겸 Clarkson University 총장인 Tony Collins씨는 “뉴욕주의 Veterans' Memorial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는 Whiteface Mountain 정상이 관광객과 주민에게 Adirondack Park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부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용사의 

업적을 기념하고 전세계에서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며 나라를 위해 일한 남녀 군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다시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Adirondack Nature Conservancy/Adirondack Land Trust의 Timothy Barnett 부사장은 “Whiteface 

고속도로는 관광객이나 주민의 연령, 신체적 제약에 관계 없이 Adirondacks 정상의 멋진 풍경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Whiteface 고속도로를 통해 스키를 타러 가고, 사고를 

당한 후 휠체어를 타고 Whiteface Road 달리기 대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Cuomo 주지사의 Whiteface 고속도로를 복원하려는 

노력으로 연령이나 신체적 능력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의 이용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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