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역사적인 비버킬 커버드 브리지 재건 프로젝트(BEAVERKILL 

COVERED BRIDGE REHABILITATION PROJECT)의 완공 발표 

  

플라이 낚시로 유명한 하천 위의 편의성, 안전성, 이동성 등을 향상시키는 교량의 재개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설리번 카운티의 록랜드 타운에 위치한 캠프사이트 

로드(Campsite Road) 상의 역사적인 비버킬 커버드 브리지(Beaverkill Covered 

Bridge)를 다시 개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6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 주정부가 

소유한 버버킬 캠프그라운드(Beaverkill Campground) 내에 위치한 노후화된 이 

구조물을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건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버킬 커버드 브리지(Beaverkill Covered 

Bridge)는 개울을 따라 방문객들이 낚시, 캠핑, 기타 야외 활동들을 즐길 수 있도록 이 

개울을 가로질러 여행객들을 연결시켜 주는 독특한 교량입니다. 이 보물의 진정한 

매력을 복원할 경우 설리번 카운티가 제공하고 있는 명소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길 

원하는 방문객들을 보다 많이 유치하게 될 것입니다.” 

 

목재 데크, 지붕, 측면의 전면 교체 및 선별한 바닥 받침대, 지붕 서까래, 지지부 등을 

필요할 경우 교체하는 공사를 포함하여 이 1 차선 교량에 대한 광범위한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량의 동쪽 면에 있는 교량 받침대는 원래의 돌로 된 진입로를 

재현하기 위해 재시공되었습니다. 서쪽면의 교량 받침대는 원래의 돌로 된 벽의 외관을 

재현하기 위해 동쪽 진입로에서 돌로 표면을 재시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쪽 교각과 교량 받침대 사이에 있는 다리 밑의 보도가 넓어졌습니다. 교량의 교각 중 

하나는 수리되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Matthew J. Drisco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버킬 커버드 브리지(Beaverkill Covered Bridge)는 

설리번 카운티 교통 인프라 시스템에서 대단히 가치있는 부분입니다. 버버킬 

캠프그라운드(Beaverkill Campground)를 완전히 즐기기 위해서 이 교량을 유지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교량이 고전적인 매력을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되었는지 보장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 그 영향 아래 있는 

단체, 지역사회 파트너 팀과 함께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차량과 보행자를 위해 연중 내내 통과 하중을 3 톤으로 제한 유지하면서 겨울철 수개월 

동안 이 교량은 더 이상 폐쇄되지 않을 것입니다. 버버킬 캠프그라운드(Beaverkill 

Campground)는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제공한 뉴욕주 환경보존부(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교량은 메인 

캠프장을 샤워 구역 및 일간 피크닉 공간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상징적인 

비버킬 커버드 브리지(Beaverkill Covered Bridge)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플라이 

낚시와 캠핑을 경험할 수 있는 전설적인 캐츠킬 산맥(Catskill Mountains) 심장부로 전 

세계의 열렬한 낚시꾼과 야외 활동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이 

특별한 뉴욕 역사의 한 조각을 보존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특성을 복원하면서 이 교량의 구조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는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NYSDEC), 

뉴욕주 역사 보존국(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천연 자원 보호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공동 설립자 겸 공공녹지 연구소 이사회(Open Space 

Institute Board of Trustees) 의장인 John H. Adams와 더불어 비버킬 지역사회의 

친구들(Friends of Beaverkill Community), 설리번 카운티, 록랜드 타운 등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버킬 커버드 브리지(Beaverkill Covered 

Bridge)는 대체가 불가능한 캐츠킬의 랜드마크입니다. 이 사랑받는 다리를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작업은 뉴욕의 이 아름다운 경치와 역사적인 지역을 탐험하기 

위해 몰려든 모든 방문객들이 보다 나은 경험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공공녹지 연구소(Open Space Institute, OSI)의 Erik Kulleseid 수석 부 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버킬 커버드 브리지(Beaverkill Covered Bridge) 복원을 통해 

캐츠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역사적인 명소 중 하나인 이 교량을 보존하고 강의 특성과 

주변의 풍경을 유지하게 됩니다. 공공녹지 연구소(OSI)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한 

우리의 활동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파트너 단체인 비버킬 지역사회의 친구들(Friends 

of Beaverkill Community)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숙련되고 조정된 전문성에 대해 Cuomo 주지사님, 뉴욕주 환경보존부(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게 감사드립니다.” 

 

비버킬 커버드 브리지(Beaverkill Covered Bridge)는 1865년에 지어졌으며 국가 유적지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재되었습니다. 뉴욕주는 한때 250 개 

이상의 지붕이 있는 교량의 본거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단지 31 개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공사는 2015년 여름에 시작되었습니다. 

 

John Bonacic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상징적인 다리의 복원에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분들과 이 교량을 완공하기 위해 기울인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헌신과 인내 덕분에 설리번 카운티 주민들은 향후 수년간 이 

아름다운 다리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ileen Gunth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버킬 커버드 

브리지(Beaverkill Covered Bridge)는 캠핑, 낚시, 하이킹 등을 포함하여 캐츠킬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연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보물입니다. 설리번 카운티의 

성격, 역사, 복지 등에 대단히 중요한 이 교량을 복원하는 데 공헌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감사드립니다.” 

 

설리번 카운티 의회(Sullivan County Legislature)의 Luis Alvarez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버킬 커버드 브리지(Beaverkill Covered Bridge)는 1세기 반동안 설리번 

카운티에서 가장 전원적이며 아름다운 지역 중 한 곳으로 중요한 교통 요충지 였습니다. 

뉴욕주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부지런한 활동 덕분에, 이 역사적인 

구조물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주민과 방문객 양쪽 모두를 위해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특히, 그 구조물의 기능과 품격이 보존되고 개선되어 왔습니다. 저는 우리 인프라에 대한 

주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훌륭한 사례로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록랜드 타운의 Robert Eggleston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버킬 커버드 

브리지(Beaverkill Covered Bridge)의 역사적인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합니다. 우리를 과거와 연결해주는 중요한 사적지 중 한 곳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를 회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며 캐츠킬의 아름다운 지역 풍광에 

감탄을 금할 수 없게 만들어 줍니다.”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 (교통부)를 팔로우하세요: @NYSDOT.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 

facebook.com/NYSDOT도 방문해 주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twitter.com/NYSDOT
https://www.facebook.com/NYSDOT/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