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760만 달러의 공사비가 소요된 포트 드럼의 26번 주립도로 위로 

지나가는 내시 대로(NASH BOULEVARD) 교량 완공 발표  

  

교량 완공으로 군사의 기지 이동성 향상과 제퍼슨 카운티의 붐비는 주립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교통 체증 완화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포트 드럼에 주둔하는 군사의 이동성을 높여주고 

노스 컨트리의 26번 주립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차량의 교통 체증을 완화해 줄 760만 

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공사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포트 드럼의 내시 대로(Nash 

Boulevard) 복원 공사와 26번 주립도로 위로 지나가는 신축 교량 공사와 아울러, 휠러-

새크 아미 에어 필드(Wheeler-Sack Army Airfield) 근처의 우회로 공사도 이번 

프로젝트에 포함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트 드럼은 노스 컨트리의 핵심적인 경제 

허브이고 내시 대로(Nash Boulevard) 보강 공사 덕분에 군사 기지를 중심으로 한 교통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동시에, 주변 지역의 교통 흐름도 원활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와 교량이 미래의 교통 수요에 부응하도록 튼튼하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뉴욕주 곳곳에서 이와 같은 건설 프로젝트에 적절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시 대로(Nash Boulevard) 프로젝트에서는 내시 대로 중 약 1마일 구간을 복원하고 

기지의 이착륙장 구역과 주 막사 구역을 연결하는 교량을 신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주둔 지역 사이로 직접 진입할 수 있게 되어 포트 드럼의 교통 상황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안전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여 26번 주립도로 

(State Route 26)의 교통 혼잡을 현저히 줄일 것입니다. 26번 주립도로 위로 지나가는 

2차선으로 이루어진 다중 대들보 교량(multi-girder bridge)의 건설은 또한 한쪽 측면의 

차선에서 다른 차선까지 갈 경우 기지를 떠나지 않고 안전하게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지에서의 교통을 허용할 것입니다.  

  



 

 

26번 주립도로의 이 구간은 기지 시설로의 상업적 배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포트 

드럼에 출입하는 병사들을 위한 일반적인 진입로입니다. 미 육군 10 산악 사단(10th 

Mountain Division)의 근거지인 포트 드럼은 노스 컨트리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용주입니다.  

  

Cuomo 주지사는 2015년 주정연설에서 26번 주립도로에서 진행되는 세 건의 프로젝트 

중 두 번째인 내시 대로(Nash Boulevard) 프로젝트와 함께, 이 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 투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포트 드럼에서 

진행된 300만 달러 규모의 26번 주립도로 교차로 정비 공사는 작년 여름에 

완공했습니다. 이 공사를 통해 오네이다 및 온타리오 애비뉴와 26번 주립도로가 

교차하는 구역을 정비함으로써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 체증을 줄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두 개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지로 들어가기 위한 교차로이고 다른 하나는 

기지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교차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통 체증이 발생합니다. 

운전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입로 및 회전 차선을 추가하는 새로운 

도로는 두 개의 교차로를 하나의 더 넓은 교차로로 결합합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26번 주립도로 교차로의 미국 11번 국도 

북행선에 나들목 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포트 드럼으로 접근하는 구간으로, 차량으로 

늘 붐비는 교차로에는 회전 차선 및 신호등 개량 공사도 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 DOT)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보고 진행된 

내시 대로(Nash Boulevard) 개선 공사로 26번 주립도로의 안전이 강화되고 교통 혼잡이 

줄어들어, 기지 통행이 훨씬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는 포트 드럼과 10 

산악 사단(10th Mountain Division)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 주며, 이 모든 노력이 뉴욕주, 현지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미국의 국방에 

기여합니다.”  

  

포트 드럼 및 10 산악 사단(10th Mountain Division) 사령관 Walter Piatt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인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교량은 핵심 지형지물입니다. 이런 

지형지물을 확보하면 적에 대해 결정적 우위를 점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적의 손에 

넘어가지 전에 교량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추구합니다. 교량은 강을 건너는 데 도움이 

되고 중대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관은 군인으로서 교량을 방어, 확보, 

폭파하는 작전을 수행한 적은 있지만 새로 만든 교량을 인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관이 교량을 대상으로 취해온 이전의 행동과는 달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인수하고자 합니다. 이 핵심 지형지물은 우리가 포트 드럼에서 맺은 관계, 10 

산악 사단(10th Mountain Division)이 뉴욕주와 맺은 특별하고도 놀라운 관계의 

상징입니다. 이 교량은 우리 부대의 막사 구역과 이착륙장을 단순히 연결해 줄 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신축 교량은 이 군사 주둔 구역과 10 산악 

사단(10th Mountain Division)을 뉴욕과 연결해주며 이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즉 



 

 

뉴욕주가 군인과 군인 가족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스 컨트리를 미국 최고의 

지역사회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핵심 지형지물은 뉴욕과 노스 컨트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 

교량을 보는 사람들은 웅장한 구조물을 보고 감탄하겠지만, 본관은 포트 드럼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지역 대표들의 약속이 실현된 상징물로 항상 이 교량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Patty Ritchi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교량은 군인과 그 가족뿐 

아니라, 포트 드럼에 접근하기 위해 26번 주립도로를 이용하는 각종 기업인과 지역사회 

구성원, 또는 이곳을 통행하는 도로 사용자를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 흐름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우리는 뉴욕주에서 단일 부지에 있는 고용주로는 

최대 규모의 고용주이기도 한 포트 드럼이 계속 우리 지역사회와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 경제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Addie Jenn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6번 주립도로와 

포트 드럼 주변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만들어낼 중요한 업그레이드 

공사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군 시설 사이의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 투자는 

이 중요한 관계와 이곳에서 복무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량의 공사 진척 과정을 지켜보며 무척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처럼 

질서정연하게 완공하기까지 열심히 일해주신 모든 분들께 찬사를 드립니다.”  

  

Ken Blankenbush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척 현명하게 투자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공사로 군부대 인원이 여러 군데의 검문소를 통과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 부대 부지 내에서 훨씬 더 쉽게 통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이 

지역의 모든 자동차 운전자들이 불편하게 느끼던 교통 혼잡도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포트 드럼과 이곳에 주둔하는 우리의 용맹한 군부대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히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지역의 경제적 활력도 증진되고 있어 우리가 이 일을 

해낸 것이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Scott Gray 제퍼슨 카운티 의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시 대로(Nash Boulevard) 

교량 완공은 뉴욕주의 현명한 투자와 포트 드럼을 지역 차원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더욱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신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교량이 완공됨으로써 군부대 인력과 일반 대중의 도로 이용이 훨씬 원활해져 더욱 

사용자 친화적인 기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시려면 511로 전화하시거나 www.511NY.org 방문 또는 새 

모바일 사이트 m.511ny.org에 로그인하세요.  

  

트위터에서 @NYSDOT로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OT)를 팔로우하고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 facebook.com/NYSDOT도 찾아주세요.  

http://www.511ny.org/
http://m.511ny.org/
http://twitter.com/NYSDOT
http://www.facebook.com/NYSD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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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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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80CA87731A731789852582F3005E4E86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