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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70만 달러 규모의 센트럴 뉴욕 교량 재건축 프로젝트 발표
16개의 센트럴 뉴욕 교량과 배수관을 수리 혹은 교체하여 공공 안전을 보호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10억 달러 규모의 BRIDGE NY Initiative의 1단계

뉴욕 전역의 교량 및 도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211억 달러 규모의 다년 도시 계획의
일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센트럴 뉴욕 지역 전역의 16개 교량과 배수관을 복구
및 교체하기 위한 167만 6천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BRIDGE
NY Initiative 1단계를 통해 교부되는 이 지원금은, 뉴욕주 전역의 주요 도로, 교량 및 기타
주요 교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려는 211억 달러 규모의 다년 도시 계획의 일부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프라는 우리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 전역의 모든 지방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여 교량의
신뢰성과 복구력을 유지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 뉴욕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를 위해 더 안전하고 튼튼한 뉴욕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진전입니다.”
BRIDGE NY 프로그램은 열악한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무게 제한을 완화하거나 긴
우회로를 줄이며, 경제 발전 촉진 혹은 경쟁력 강화 그리고/또는 강물 범람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주관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각 구조물의 복구력 평가, 현재 교량의 구조적 상태, 교통량, 우회로
고려사항, 교량을 이용하는 사업체의 숫자 및 종류, 상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경쟁
프로세스를 통해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센트럴 뉴욕 프로젝트 및 지원
금액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디슨 카운티(Madison County)에 760,000 달러: West Creek의 Beaver Creek
Road(카운티 루트 99)

















매디슨 카운티(Madison County)에 855,000 달러: 오네이다 강(Oneida Creek)의
Oxbow Road
Mentz 타운(카유가 카운티)에 147만 3천 달러: Owasco Outlet의 NY Central Road
Sterling 타운(카유가 카운티)에 285,000달러: Sterling Valley Creek의 Schoolcraft
Road
Throop 타운(카유가 카운티)에 903,000 달러: Crane Brook의 Nugent Road
Auburn 시(카유가 카운티)에 475만 달러: Owasco Outlet의 루트 38
시러큐스 시(오논다가 카운티)에 760,000달러: 오논다가 강(Onondaga Creek)의
Tallman Street
시러큐스 시(오논다가 카운티)에 174만 9천 달러: 오논다가 강(Onondaga
Creek)의 웨스턴 오논다가 스트리트(West Onondaga Street)
오논다가 카운티(Onondaga County)에 142만 5천 달러: Nine Mile Creek의 루트
174
오논다가 카운티(Onondaga County)에 540,000달러: Smokey Hollow Creek의
사우스 스트리트(South Street)
Lysander 시(오논다가 카운티)에 240,000달러: Willett Pond Outfall의 Drakes
Landing
Lysander 시(오논다가 카운티)에 205,000달러: 세네카 강(Seneca River)
Unnamed Tributary의 빌릿 파크웨이(Willet Parkway)
풀턴 시(오스위고 카운티)에 650,000달러: Meadow Brook의 한니발
스트리트(Hannibal Street)
풀턴 시(오스위고 카운티)에 523,000달러: 포스터 스트리트(Foster Street)의
오네이다 스트리트(Oneida Street)
오스위고 카운티(Oswego County)에 115만 달러: Black Creek의 루트 16
코트랜드 카운티(Cortland County)에 492,000달러: Cheningo Creek 지류의
Cheningo Solon Pond Road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미셔너 Matthew J. Driscoll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량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역 교량 및 배수로
개선을 위한 BRIDGE NY 기금은, 공공 안전을 보호하고 뉴욕주 전역의 지역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Cuomo 주지사님의 공약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2017년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FY 2017 State Budget)의 일부로 발표된
이 10억 달러 규모의 BRIDGE NY 프로그램은 공공 안전을 개선하고 중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주 및 각 지역의 주요 교량을 교체, 재건 및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의
절반은 국유 교량에 사용되며 , 나머지 절반은 중요 지역 프로젝트를 위해 지자체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BRIDGE NY 기금은 주 정부 및 연방 교통 기금을 수령하고 관리할 권한을 부여 받은
모든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가을 제1단계 지원금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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