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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시러큐스 81번 주간도로 프로젝트에 지역 인력 참여를 독려하는 100만 

달러 규모의 이니셔티브 발표  

  

"워크포스 포워드: 시러큐스" 프로그램은 I-81 프로젝트 및 기타 센트럴 뉴욕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교육시키고 일자리을 얻도록 

지원  

  

주 노동부는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도움이 가장 필요한 지역사회에 지원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워크포스 포워드: 시러큐스(Workforce Forward: 

Syracuse)"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뉴욕주 노동부(State Labor 

Department),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및 기타 주정부 기관이 

시러큐스 지역의 노동자들이 81번 주간도로(Interstate 81, I-81) 바이덕트 제거 및 기타 

센트럴 뉴욕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100만 달러 

규모의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근로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시러큐스 

주변의 단기 및 장기 인프라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기타 조직적인 

노동 및 일자리 훈련 단체와 협력하여 노동부는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실직했거나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직역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광범위한 마케팅 및 봉사 활동을 실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81 프로젝트는 시러큐스 시를 비롯한 주변의 

접근성을 개선할뿐 아니라 이웃과 다시 연결시켜 전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혁신적인 '워크포스 포워드: 시러큐스' 이니셔티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번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번 프로젝트와 기타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한 경제적 기회가 지속적으로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입니다."  

  

"워크포스 포워드: 시러큐스" 이니셔티브는 지역 노동력 개발 협의체, 센트럴 뉴욕 

웍스(CNY Works)를 비롯해 노동조합, 협동 교육 서비스 위원회(Boards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BOCES), 지역 칼리지, 고등학교 등 기타 현지 훈련 서비스 제공자 

간의 기존의 협력 관계를 활용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또한 추가 봉사 인력 및 상주 인력을 

고용하여 줄리비 홈즈(Jubilee Homes) 및 사우스웨스트 커뮤니티 센터(Southwest 

Community Center) 등 가장 수요가 높은 지역에 배치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노동부는 DOT 및 기타 파트너 기관의 지원을 받아 지역 인프라 커리어와 

연계하여 봉사 활동 및 마케팅 활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81번 주간도로 프로젝트 외에도 이번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교통부 고속도로 프로젝트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프로젝트 등 기타 센트럴 뉴욕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고 직업 훈련을 제공할 것입니다. 직접 인프라 또는 건설 작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하여 노동부 직원들이 다른 훈련 및 커리어 선택지를 

안내할 것입니다.  

  

뉴욕주 노동부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뉴욕의 경제를 회복 및 강화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워크포스 포워드: 시러큐스' 이니셔티브는 특히 실업 

중이거나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공평한 직업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며, 노동부는 센트럴 뉴욕 주민에게 현지 일자리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속도로 

81 프로젝트는 노후된 교통 네트워크를 현대화하고 현지 지역사회를 분리했던 역사적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교통 프로젝트 및 

노동력 이니셔티브에 대하여 투자해주신 Cuomo 주지사 덕분에, 우리는 착공 전 경제 

형평성 달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현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억 달러 규모의 I-81 바이덕트 프로젝트는 주간 고속도로에서 시내 상업 지구, 병원,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를 포함하여 도시 내의 주요 목적지까지 차량 

접근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950년대 도시 중심부를 갈라놓았던 전형적인 

계획 실수를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 교통부가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가장 

잘 충족시킬 것으로 본 커뮤니티 그리드(Community Grid)의 건설로 새로운 기회와 

형평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그리드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ADA에 접근 가능한 보행자 및 

자전거 편의 시설을 지원할 대로와 같은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몬드 

스트리트(Almond Street)를 따라 비즈니스 루프 81을 건설하여 시내와 상업 지구와의 

연결을 개선하고 통제된 교차로에서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배시킴으로써 I-81, 해리슨 

스트리트/애덤스 스트리트(Harrison Street/Adams Street) 인터체인지와 아몬드 

스트리트의 기존 교통 혼잡 문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교통부는 미국 연방 고속도로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과 

협력하여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성명 초안을 마무리하고, 올여름 대중의 

의견을 위해 DEAS를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방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이 프로젝트는 2022년에 착수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1단계에는 비즈니스 루프 81(Business Loop 81)의 북부와 남부 부분에 

대한 작업, 크로즈(Crouse)와 어빙 애비뉴(Irving Avenues)에 대한 I-690 작업, 통로에 

걸친 여러 도로 및 교량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I-481에서 I-81로 전환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ot.ny.gov/i81opportunities  
  

John W. Mannio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81 교체 사업은 센트럴 뉴욕 

전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던 고속도로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가능한 최대의 지역 노동력 및 센트럴 뉴욕 노동력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워크포스 포워드: 시러큐스'는 프로젝트에 기여할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I81 

철거 및 교체를 비롯한 기타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추진을 지원할 것입니다."  

  

Al Stirp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81번 주간도로의 

바이덕트 철거를 염원해 왔으며,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발전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노력은 현지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노동력 참여 이니셔티브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것이며, 

전통적으로 소외 받았던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러큐스 시의 Ben Walsh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 노동력에 투자하여 81번 

주간도로 프로젝트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단지 교통 부문에만 혜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주민들의 삶이 바뀌고 건설 및 프로젝트 관련 산업 

부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워크포스 포워드: 시러큐스'는 도시, 카운티 및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I-81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 해왔던 노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는 시러큐스 빌드(Syracuse Build)에도 좋은 소식입니다. 시러큐스 빌드는 

도시 주민들이 건설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지 노동 

부문 파트너와 협력하는 시러큐스 빌드을 통해 현재 교육이 진행중이며, 프로젝트에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노동부와 교통부는 81번 주간도로 일자리 빅 

테이블(Interstate 81 Jobs Big Table) 프로그램에 참여한 열정적인 파트너로서, 현지 

고용을 지원하고 도시 주민들이 향후 구직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Cuomo 주지사, Reardon 커미셔너, Dominguez 

커미셔너, 팀원들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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