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스튜벤 카운티에서 진행된 1,500만 달러 규모의 주요 교량 복구 및 

교체 공사 완공 발표  

  

프로젝트에는 2개의 교량 교체, 다중 교량 수리, 남부 지역의 주요 교통로을 따라 안전과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원형 교차로 건설 등이 포함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스튜벤 카운티 415번 주도(State Route 415)에 

위치한 두 개의 교량 교체, 배스의 53번 도로(Route 53) 및 415번 도로(Route 415) 

인터섹션에 새로운 로터리 건설, 웨일랜드 타운의 90번 카운티 도로(County Route 

90)과 그린우드 타운 베넷스 크릭(Bennett's Creek)의 248번 주도(State Route 248) 

위를 지나는 390 번 주간 고속도로(I-390)에서 교량 복원 사업 진행 등을 포함하는 약 

1,500만 달러 규모의 교통 인프라 투자의 주요 공사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390 번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390) 및 86 번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86) 

통행로를 따라 안전성과 이동성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남단에 위치한 390 번 

주간 고속도로(I-390)는 서던 티어의 상업 및 관광 주요 교통로인 86번 주간 고속도로(I-

86)와 직접 연결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의 

교통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최근 몇 년 간 이 지역의 성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은 

미국의 그 어떤 주와도 다르게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서던 티어 소어링(Southern Tier Soaring) 지속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스의 코호턴 강 위쪽의 415번 도로(Route 415)를 지탱하는 새로운 멀티 거더 강철 

교량이 이번주 개통되어, 415번 도로(Route 415) 및 53번 도로(Route 53)의 인근 

인터섹션에 위치한 세 곳의 출입 포인트에서 현대적인 콘크리트 로터리로 연결됩니다.  

  

로터리는 안전을 최대화하고 혼잡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교통 신호가 없는 원형 

교차로입니다. 원형 교차로 내의 교통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속으로 이동하며 원형 

교차로에 접근하는 교통량은 원형 교차로 내의 교통 흐름에 맞추어야만 합니다. 원형 



 

 

교차로는 효과적이며 표준적인 인터섹션에 비해 충돌의 심각성을 줄이는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주 전역에서 점점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호턴 강 위에 있는 415번 도로 교(Route 415 Bridge)은 기존 2차선 트러스와 평행하게 

건설되었습니다. 기존의 트러스는 1932년에 건설된 것으로 철거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교량은 기존 다리보다 고도가 높아 홍수 또는 강의 결빙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합니다.  

  

과거 교량의 철거와 더불어, 코호턴 강 부지의 추가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작업에는 

에는 새로운 조경 설치을 비롯해 내년 여름 완공 후 대중에게 개방될 예정인 주차시설을 

갖춘 새로운 낚시장 건설이 포함됩니다.  

  

아보카의 새먼 크릭(Salmon Creek) 위를 지나가는 415번 도로(Route 415)가 위치한 

새로운 멀티 거더 강철 교량이 8월에 개통되어, 1931 년에 건설된 기존 교량을 

대체했습니다.  

  

웨일랜드의 390 번 주간 고속도로(I-390)와 그린우드의 베넷스 크릭(Bennett's Creek) 

위를 지나가는 248번 주도(State Route)의 교량 복구 작업이 최근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390 번 주간 고속도로(I-390)에서 덱 교체와 신규 레일링 설치 등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리빙스턴 카운티 라인과 웨일랜드 빌리지 사이에 5.5마일 길이의 390 번 주간 

고속도로(I-390)을 재포장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베넷스 크릭(Bennett's Creek) 위에 있는 248번 도로(Route 248) 교량의 복구 작업에는 

새로운 폴리머 콘크리트 표면 설치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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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 및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주 전역의 교통 인프라, 특히 서던 티어 

경제의 성공의 핵심이 되는 지역에 대한 현명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벤 

카운티의 새로 교체되고 개조된 교량은 매일 이 지역을 여행하는 수천 대의 자동차, 

상업용 차량 및 농장 장비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Tom O'M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튜벤 카운티에서 이러한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완공되었다는 것은 지역 사회와 경제, 자동차 운전자 및 납세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지역 도로 및 교량에 대한 주정부 지원은 현명한 투자이며, 우리는 

지방, 지역 및 주 전체 교통 인프라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다년간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재산세 부담 경감에 대한 

투자입니다."  

  



 

 

Phil Palmesan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튜벤 카운티 및 서던 

티어 지역 전역의 지역 도로와 교량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인 주정부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운전자 안전 강화,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전체의 강화를 

위해 이러한 특정 프로젝트가 완공은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지역 교통 인프라에 대한 

주정부 투자의 중요성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것을 기대합니다."  

  

Jack Wheeler 스튜벤 카운티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튜벤 카운티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뉴욕주의 투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교통부(NYDOT)는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훌륭한 일을 해왔으며, 향후 운송 시스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Joseph Hauryski 스튜벤 카운티 의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튜벤 카운티의 

교량 및 고속도로를 개선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카운티의 경제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공사 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05년의 공사 구간 안전법(Work Zone Safety Act)에 따라, 공사 구간 내에서 2 

회 이상 과속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알아보시려는 운전자는 511 번으로 전화하거나 뉴욕주 공식 교통 및 

여행 정보 사이트인 www.511NY.org 또는 모바일 사이트 m.511ny.org를 방문하십시오.  

  

교통부에서는 로터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온라인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브로셔로 

https://www.dot.ny.gov/main/roundabouts에서 제공합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트위터(Twitter)를 

@NYSDOT 및 @NYSDOTHornell에서 팔로우하십시오. 

페이스북facebook.com/NYSDOT도 방문해 주세요.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던티어 지역의 종합 발전 

계획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합니다. 재능 있는 인력을 

유치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주정부는 이미 2012년 이후 이 지역에 6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빙엄턴, 존슨시티, 코닝 등을 성장과 투자를 도모할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주 정부가 조성한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5억 

https://protect2.fireeye.com/url?k=2ce4a876-70c29fd5-2ce65143-000babda0106-7956adb29ac80b4f&q=1&u=http%3A%2F%2Fwww.511ny.org%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d741aaf0-8b679d53-d74353c5-000babda0106-840306693b2e253b&q=1&u=http%3A%2F%2Fm.511ny.org%2F
https://www.dot.ny.gov/main/roundabouts
http://www.twitter.com/nysdotli
http://www.twitter.com/nysdotli
http://www.facebook.com/NYSDOT


 

 

달러 규모 투자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 25억 달러가 훨씬 넘는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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