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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97만 달러 규모의 핑거 레이크스 교량 재건축 프로젝트 발표
23개의 핑거 레이크스 교량과 배수관을 수리 혹은 교체하여 공공 안전을 보호하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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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전역의 도로 및 교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211억 달러 규모의 다년 자본 계획의
일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핑거 레이크스 전역의 23개 교량과 배수관을 복구 및
교체하기 위한 19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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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거 레이크스 프로젝트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털루 빌리지(세네카 카운티)에 389만 5천 달러: Cayuga - Seneca Canal의
로커스트 스트리트(Locust Street)
























제네시 카운티에 817,000 달러: Spring Creek의 Searles Road
제네시 카운티에 194만 6천 달러: Tonawanda Creek의 Pratt Road
Portage 타운(리빙스턴 카운티)에 285,000달러: Unnamed Creek의 Pennycook
Road
Livonia 타운(리빙스턴 카운티)에 285,000달러: Wilkins Creek의 Pennimite Road
리빙스턴 카운티(Livingston County)에 117만 8천 달러: Conesus Outlet의 Paper
Mill Road
리빙스턴 카운티(Livingston County)에 752,000달러: Keshequa Creek의 De Groff
Road
리빙스턴 카운티(Livingston County)에 270,000달러: Honeoye Inlet 지류의
County Line Road(카운티 루트 36A)
먼로 카운티(Monroe County)에 333,000달러: Irondequoit Bay Outlet의 Culver
Road
Greece 타운(먼로 카운티)에 152만 달러: Round Pond Creek의 Maiden Lane
먼로 카운티(Monroe County)에 713,000달러: Irondequoit Creek의 Park Road
올리언스 카운티(Orleans County)에 104만 5천 달러: Fish Creek의 Portage Road
올리언스 카운티(Orleans County)에 114만 달러: East Branch Sandy Creek의
먼로-올리언스 카운티(Monroe-Orleans County)
올리언스 카운티(Orleans County)에 630,000달러: Sandy Creek 지류의 South
Holley Road
Albion 타운(올리언스 카운티)에 174,000달러: West Branch Sandy Creek의
Clarendon Road
Sodus 타운(웨인 카운티)에 371,000달러: Salmon Creek의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Newark 빌리지(웨인 카운티)에 404,000달러: 이리 운하(Erie Canal)의 이스트
애비뉴(East Avenue)
웨인 카운티(Wayne County)에 140,000달러: 온타리오 호수(Lake Ontario) 지류의
레이크 로드(Lake Road)
Newark 빌리지(웨인 카운티)에 550,000달러: Military Brook의 루트 31
Wolcott 빌리지(웨인 카운티)에 875,000달러: Wolcott Creek의 밀 스트리트(Mill
Street)
와이오밍 카운티(Wyoming County)에 100만 3천 달러: Red Brook의 Schad Road
온타리오 카운티 공공 공사(Ontario County Department of Public Works)에 백만
달러: 캐넌다이과 호수(Canandaigua Lake) 지류의 카운티 로드 1(County Road 1)
예이츠 카운티(Yates County)에 395,000달러: West River의 Loomis Road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미셔너 Matthew J. Driscoll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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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