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1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지역의 교량 및 배수로 수리와 교체를 위한 ‘브리지 뉴욕(BRIDGE NY)’ 

기금에 2억 6,200만 달러 이상 투입 발표  

  

지역 도로와 교량 시설의 갱신과 현대화에 대한 주 정부 지원의 기록적인 수준의 기획  

  

이 기금으로 뉴욕주 전체 95개 지역사회에서 165개의 프로젝트 지원 예정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지역의 교량 및 배수로 수리와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2억 6,220만 달러 이상으로 증액된 기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추진 중인 브리지 뉴욕(BRIDGE NY)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지원금은 뉴욕주 전역 95개 지역사회에서 165개의 

개별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은 2015년 이후로 각종 교량 및 배수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온 보조금을 증액한 3억 달러를 

토대로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송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경제적 번영과 

뉴욕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에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모든 지역에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브리지 뉴욕(BRIDGE NY)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각종 교량과 

배수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이러한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을 계속 뒷받침하도록 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입증된 경제 개발 전략으로, 

이곳 뉴욕에서 우리는 주 전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기 위해 브리지 뉴욕(BRIDGE 

NY) 이니셔티브로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결함 해소로 뉴욕주의 

수송망이 강화되고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안전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각 

지역사회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줄 이 기금은 앞으로 

계속될 진전을 위한 착수금인 셈입니다.”  

  



 

 

브리지 뉴욕(BRIDGE NY) 이니셔티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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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요인 중에서도 특히 교통량과 우회로를 기준으로 교량이나 배수로의 구조적 상태와 

그 복원력 및 중요성을 감안한 경쟁 과정을 거친 후 86개의 교량과 79개의 배수로를 

포함하는 165개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기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와 기금 규모의 

전체 목록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는 뉴욕주의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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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지역  9  15  24  $17.37  $12.16  $29.53  

노스 컨트리  10  8  18  $20.02  $4.64  $24.66  

모호크 밸리  9  5  14  $21.32  $3.99  $25.31  

센트럴 뉴욕  10  7  17  $17.27  $5.72  $22.99  

핑거 

레이크스  
10  10  20  $10.17  $6.56  $16.74  

웨스턴 뉴욕  8  7  15  $13.08  $4.55  $17.63  

서던 티어  15  12  27  $28.09  $4.85  $32.94  

미드 허드슨 

밸리  
11  14  25  $25.32  $7.71  $33.03  

롱아일랜드  2  1  3  $19.17  $1.00  $20.17  

뉴욕시  2  0  2  $39.20  $0.00  $39.20  

합계  86  79  165  $211.01  $51.19  $262.20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경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 체계에 달려있으며 우리가 

추진하는 브리지 뉴욕(BRIDGE NY) 프로그램은 사람과 물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는 곳에 확실히 도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인프라에 대한 매우 중대한 투자입니다. 

Cuomo 주지사가 뉴욕주의 받대한 지역 교량 및 배수로 망에 지속적으로 현명하게 

투자하고 있는 점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5개년 도시 계획에는 지역 교량 및 배수로의 

수리와 교체를 가속화하기 위한 브리지 뉴욕(BRIDGE NY) 프로그램 기금에 투자하는 

5억 5,0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증액된 보조금은 지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Bridge_NY_Local_Project_Awards_11.08.18.pdf


 

 

결정적으로 중요한 도로와 교량의 수리와 현대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제공되는 

10억 달러에 추가되는 기금입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관리하는 브리지 뉴욕(BRIDGE NY)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역의 주요 도로, 교량 및 기타 주요 교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려는 233억 달러 규모의 여러 해에 걸친 도시 계획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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