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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9 번째 시정 제안서를 2017년 시정보고에서 발표: 센트럴 뉴욕의 I-81 

고가교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주의 깊게 연구하도록 새로운 독립 연구를 

진행할 뉴욕주 

 

터널, 지역사회 교통망, 정체된 고속도로, 복합 지역사회 교통망/터널 또는 복합 지역사회 

교통망/정체된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방법들 

 

완성될 경우, 대중에게 공개될 타당성 보고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시러큐스의 I-81 고가교를 대체할 방법으로 터널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I-81 고가교는 대단히 중요한 교통 

회랑 통로이지만 그 유용성이 다해 가고 있으며, 그 대체 필요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터널, 지역사회 교통망, 정체된 고속도로, 복합 지역사회 

교통망/터널 또는 복합 지역사회 교통망/정체된 고속도로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교체 방법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국제 터널 전문 기술을 보유한 독립 회사를 

참여시키도록 교통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뉴욕의 경제적 부활은 차세대를 위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시러큐스 다운타운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I-81은 완전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신중하게 반드시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상태가 나빠진 구식의 고속도로를 견고하고 효율적인 경제 

촉매제로 전환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번 뿐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전미 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따라 공사를 위한 최상의 대안을 

결정하기 위해 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2013년 8월 공식적인 환경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오늘, 뉴욕주 교통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를 국제 

터널 전문가와 함께 참여시킬 것입니다.  

 



이 연구는 목적과 필요성, 공사 가능성, 부동산 영향, 비용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 방법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독립적인 검토가 

완료되면, 타당성 보고서는 검토와 논평을 위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센트럴 뉴욕을 가로질러, Cuomo 주지사는 1,000만 달러 규모의 이리 운하 문화 유적지 

공원 (Erie Canal Heritage Park) 프로젝트에서부터 3,000만 달러 규모의 무인 비행 회랑 

프로젝트까지 이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러큐스의 

다운타운을 달리는 이 노후된 I-81 고가교는 이 지역의 활력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한 또 다른 기회를 선보입니다.  

 

Matthew Driscoll 뉴욕주 교통부 (State Transport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님의 이 지역에 대한 전환을 꾀하는 투자의 

중요한 부분이며 시러큐스의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우리 부서는 주지사님의 지시를 

즉시 시행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 추가 검토를 환영하고 교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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