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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홍수가홍수가홍수가홍수가 잦은잦은잦은잦은 4개의개의개의개의 I-87 교량의교량의교량의교량의 교체를교체를교체를교체를 발표발표발표발표 

 
 

Little Ausable과과과과 Salmon 강을강을강을강을 건너는건너는건너는건너는 교량들은교량들은교량들은교량들은 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 세굴세굴세굴세굴/홍수홍수홍수홍수 일으키는일으키는일으키는일으키는 교량교량교량교량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하에서하에서하에서하에서 강화되고강화되고강화되고강화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linton 카운티에서 Adirondack Northway - Interstate 

87의 4개의 교량을 교체할 1,050만 달러의 프로젝트를 이번 주에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리는 뉴욕 주의 중요한 세굴 및 홍수 일으키는 교량 프로그램의 일환의 

계약 중 첫 번째 입니다. 주지사는 재해 완화 교부금 프로그램을 통해 105개의 교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 비상 관리기구로부터 5억 1,8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인프라를 강화 및 그것을 더 탄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극단적인 날씨가 가져온 

새로운 도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이 네 가지 교량뿐만 아니라 다른 교량들도 교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 폭풍에 대한 신뢰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세굴 중요/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다리 프로그램은 뉴욕 주에서 중요한 인프라 노선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이동성을 강화하고 비상시 교통 

접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FEMA는 80개 교량 건설을 위한 자금으로 2억 7,84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나머지 

25개 교량에 대한 기금은 봄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쌍의 교량은 I-87의 북향과 남향에서 교체될 것이며, 하나는 Peru 타운에서 Littla 

Ausable 강을 지나며 다른 하나는 Clinton 카운티의 Plattsburgh 타운의 Salmon 강을 

지납니다. Plattsburgh의 Luck Bros, Inc.는 2016년 말에 완공 예정된 프로젝트의 시행 

업체입니다. 건설 기간에, 공지된 속도는 감소될 것이며 고속도로 교통량을 유지하기 

위해 단일 차선 크로스 오버 시스템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105개의 중요한 세굴과 홍수 위험이 큰 다리의 탄력성을 

업그레이드하고 강화하여 미래의 기상 이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교량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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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지구, Long Island, Mid-Hudson, Mohawk Valley, North Country, Finger Lakes 및 

Southern Tier 지역의 구조물에 초점을 두고 주 교통부에 의해 반복 홍수 사례로부터 

가장 위험에 처한 것으로 식별되었습니다. 

 

2013년 6 월에 Cuomo 지사는 더욱 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재건하려는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려는 활동에 위험완화 교부금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FEMA의 승인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회복 능력을 증가시키고, 

미래의 재해와 관련된 손실 및 손상의 위험을 완화하며, 어려움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량침식 프로그램은 주의 교통부, 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와 주지사 폭우복구실 사이의 

전례 없는 협업의 산물입니다. 이로써 뉴욕주는 혁신적 홍수 복구 및 완화 활동의 

최선두에 서게 됩니다. 

 

교량 세굴이란 모래와 돌과 같은 기초 자재가 교량 교대, 기둥, 기반 및 제방 주변과 

밑에서 부식되어 떨어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량을 업그레이드하면 홍수 발생 

시와 발생 후 비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교량 입구가 강과 개울을 가로 막아 

침수가 발생할 위험을 줄여줄 것입니다. 

 

이 업그레이드 및 보강공사에 포함된 모든 교량은 기술 기준에 따라 건설되어 안전하며 

매일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다양한 심한 날씨와 큰 폭풍과 

홍수의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교량들은 극심한 자연 사태로 인한 물의 강도 및 

속도에 의해 야기되는 세굴에 취약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전주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비상 사태시에도 긴요한 생명구조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량 강화는 폭우와 홍수 시에 고속도로 

통행에서 지연 및 우회에 대한 가능성을 줄일 수있습니다. 

 

뉴욕주 교통국 국장 Joan McDonald은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우리 주, 지방, 연방 

파트너들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도로와 교량이 가혹한 날씨를 대비하여 

강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주에서 

지역 사회와 기업에 매우 중요한 주요 회랑지대를 따르는 4개의 교량을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Charles Schumer는 “Northway는 매일 주간과 국경 상업 및 관광을 촉진하는 

North-South 구간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I-87의 교량들이 잘 유지되고 안전하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파괴적인 홍수가 Little Au Sable과 Salmon 강을 괴롭혀 

교량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이 연방 자금이 미래의 폭풍과 홍수를 직면할 때 

탄력성을 높이는 구조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지역 상업과 관광을 

보호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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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원 Elise Stefanik는 “우리 North Country 도로는 우리 커뮤니티와 지역 경제에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 인프라에 중요한 개선을 만들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Clinton 카운티 통행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될 것이며 본인은 이를 

우선순위로 삼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Betty Little은 “I-87 Northway는 뉴욕시와 캐나다와 제가 대표하는 많은 North 

카운티 사이의 중요한 연결입니다. 다리의 유실은 우리의 상업과 삶의 질에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Clinton 카운티에서 이 중요한 연결 강화에 대해 

인식한 Cuomo 주지사와 교통국에 감사를 보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확보한 그들의 지지자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Janet Duprey는,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한 홍수로 이어진 많은 폭풍으로 저는 

Peru와 Plattsburgh 타운의 I-87에 위치한 4개의 교량을 교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과 Northway를 이동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Cuomo 주지사, 주 교통국, 국토 보안 및 긴급 서비스에 감사를 보냅니다. 저는 또한 

지역 회사인 1,050만 달러의 프로젝트에 낙찰된 Luck Bros, Inc에도 그들의 직원으로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어 감사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ernard Bassett, Plattsburgh 타운의 관리자는 “Adirondack Northway은 North 

카운티에서 관광과 상업에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이니셔티브 때문에, 

Adirondack 지역과 주 전역은 미래의 폭풍에서 견딜 수 있는 고속도로 교량을 보고 

있으며 운전자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eru 타운의 관리자 Peter Glushko는 “North 카운티를 지나는 지역 사회들은 I-87가 

제공하는 상업, 편의와 접근성에 있어 I-87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탄력성을 제공하는 이 다리에 대한 투자에 Cuomo 지사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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