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17 년 1 월 18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 서던 티어 교량 재건 및 교체 공사를 지원하는 3,300 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에 대해 발표

23 개의 서던 티어 교량과 배수관을 수리 혹은 교체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며 경제

성장을 지원할 프로젝트
10 억 달러 규모의 브리지 뉴욕 (BRIDGE NY) 프로젝트 제 1 단계

뉴욕주 전 지역의 도로 및 교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211 억 달러 규모의 다년 자본
계획의 일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서던 티어에 있는 23 개 교량과 지하 배수로를
복구하고 교체하기 위한 3,320 만 달러의 지원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브리지
뉴욕 (BRIDGE NY) 프로젝트 제 1 단계를 통해 교부되는 이 지원금은, 뉴욕주 전 지역의
주요 도로, 교량, 기타 주요 교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려는 211 억 달러 규모의 다년
자본 계획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 정부에 브리지 뉴욕 (BRIDGE NY)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교량을 건설하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뉴욕주 전 지역에 걸친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송 인프라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우며,
뉴욕주의 장기적인 경제 활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쪽 모두를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BRIDGE NY 프로그램은 열악한 구조 조건을 다루고, 무게 제한을 완화하거나 긴
우회로를 줄이며, 경제 발전 촉진 혹은 경쟁력 강화 그리고/또는 범람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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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를 통해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던 티어 프로젝트 및 지원 금액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셔멍 리버를 지나는 매디슨 애비뉴 (Madison Avenue)를 위해 셔멍 카운티의
엘미라 시에 2,280,000 달러 지원



셔멍 리버를 지나는 월넛 스트리트 (Walnut Street)를 위해 셔멍 카운티의 엘미라
시에 3,325,000 달러 지원



오웬스 할로우 크리크를 지나는 대니얼 젠커 드라이브 (Daniel Zenker Drive)를
위해 셔멍 카운티의 빅 플랫츠 타운에 1,030,000 달러 지원



매디슨 크리크를 지나는 35 번 카운티 도로인 챔버스 로드 (Chambers Road
(County Route 35))를 위해 셔멍 카운티에 1,043,000 달러 지원



매디슨 크리크를 지나는 35 번 카운티 도로인 챔버스 로드 (Chambers Road
(County Route 35))를 위해 셔멍 카운티에 1,031,000 달러 지원



체쿠아가 폴스를 지나는 밀 스트리트 (Mill Street)를 위해 쉴러 카운티에
1,815,000 달러 지원



카나카데아 크리크를 지나는 세네카 스트리트 (Seneca Street)를 위해 스튜벤
카운티의 호넬 시에 1,244,000 달러 지원



셔멍 리버를 지나는 브리지 스트리트 (Bridge Street)를 위해 스튜벤 카운티의
코닝 시에 1,663,000 달러 지원



카니스테오 리버를 지나는 22 번 카운티 로드 (County Road 22)를 위해 스튜벤
카운티 공공 사업부에 4,275,000 달러 지원



차운시 런을 지나는 이스트 메인 스트리트 (East Main Street)를 위해 스튜벤
카운티의 호넬 시에 1,891,000 달러 지원



패터슨 크리크를 지나는 컨트리 클럽 로드 (Country Club Road)를 위해 브룸
카운티의 유니온 타운에 1,750,000 달러 지원



빅 브룩을 지나는 오레곤 힐 로드 (Oregon Hill Road)를 위해 브룸 카운티에
1,330,000 달러 지원



빅 초코넛 크리크를 지나는 준베리 로드 (Juneberry Road)를 위해 브룸 카운티에
1,810,000 달러 지원



난티코크 크릭의 지류를 지나는 트위스트 런 로드 (Twist Run Road) 및 난티코크
드라이브 (Nanticoke Drive)를 위해 브룸 카운티에 990,000 달러 지원



난티코크 크릭의 지류를 지나는 트위스트 런 로드 (Twist Run Road)를 위해 브룸
카운티에 100 만 달러 지원



한 곳의 개울을 지나는 딜리 로드 (Dilly Road)를 위해 브룸 카운티의 콜스빌
타운에 550,000 달러 지원



란스포드 크리크를 지나는 32 번 카운티 로드 (County Road 32)를 위해 셔냉고
카운티에 499,000 달러 지원



톰슨 크리크를 지나는 32 번 카운티 로드 (County Road 32)를 위해 셔냉고
카운티에 551,000 달러 지원



습지대를 지나는 번트라인 드라이브 (Buntline Drive)를 위해 델라웨어 카운티의
스탬포드 빌리지에 158,000 달러 지원



서스쿼해나 리버의 지류를 지나는 웨스트 리버 스트리트 (West River Street)를
위해 티오가 카운티에 225,000 달러 지원



카스카딜라 크리크를 지나는 노스 오로라 스트리트 (North Aurora Street)를 위해
톰킨스 카운티의 이타카 시에 1,178,000 달러 지원



폴 크리크를 지나는 프리스 로드 (Freese Road)를 위해 톰킨스 카운티의 드라이덴
타운에 2,683,000 달러 지원



버질 크리크를 지나는 사우스 조지 로드 (South George Road)를 위해 톰킨스
카운티의 드라이덴 타운에 963,000 달러 지원

Matthew J. Driscoll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량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지역 교량 및
지하 배수로 개선을 위한 브리지 뉴욕 (BRIDGE NY) 프로젝트 기금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며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Cuomo 주지사님의 공약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2017 년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 (Fiscal Year 2017 Budget)의 일부로
발표된 이 10 억 달러 규모의 브리지 뉴욕 (BRIDGE NY)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개선하며 대단히 중요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뉴욕주 및 각 지역의 주요 교량을
교체, 재건, 유지보수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의 절반은 뉴욕주 소유 교량에 사용되며
나머지 절반은 중요 지역 프로젝트를 위해 지자체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브리지 뉴욕 (BRIDGE NY) 기금은 뉴욕주 정부 및 연방 교통 기금을 수령하여 관리하기
위한 권한이 있는 모든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가을 제 1 단계 지원금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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