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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모든모든모든모든 112 NY WORKS의의의의 완공을완공을완공을완공을 통한통한통한통한 교량교량교량교량 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 조기조기조기조기 완료완료완료완료 발표발표발표발표 

 

최종최종최종최종 사업사업사업사업 - 수도권수도권수도권수도권 소재소재소재소재 Western Gateway Bridge 완료완료완료완료 및및및및 개통개통개통개통(관련관련관련관련 비디오는비디오는비디오는비디오는 아래아래아래아래 참조참조참조참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든 112 NY Works를 통해 교량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운전자들이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Schenectady 시와 Village of Scotia 사이의 Mohawk 강을 건너 

Western Gateway Bridge(5번 국도)의 개통과 함께, Schenectady 카운티는 이 최종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이정표와 함께 NY Works 자금으로 운영되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완료됩니다.  

 

ATTN TV 방송국: Western Gateway Bridge의 B-롤 비디오를 다운로드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uomo 주지사는 “오늘 수도권 지역에 있는Western Gateway Bridge의 개통으로, 우리의 NY Works 

프로그램에 따라 112 교량 프로젝트가 완료 및 개통된 것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NY Works에서 뉴욕주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뉴욕주에 걸쳐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욕 교통 인프라에 중요한 투자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단 2년 만에 우리는 안전 통근자, 관광객 및 상용 차량이 앞으로 수년 동안 뉴욕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기존 교량을 개선하고 새 교량을 건설했습니다.” 

 

2012-2013 예산의 일환으로 제정된 Cuomo 주지사의 NY Works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역의 약 112개 

교량의 교량 상판 및 구조물 교체 또는 재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2억 1200만 달러를 

할당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총 32개의 교량 프로젝트가 설계-시공 공정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들 프로젝트는 모두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전통적 계약 입찰 

절차를 통해 77개 교량을 개량하고 3개 교량을 교체하는 공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연말에 완료되었습니다.  

 

추가 6억 8,700만달러는 자원 제약으로 지연된 주 전역에 걸쳐 지역 또는 주 전체에 가장 중요한 

9개의 주요 교통 프로젝트에 할당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부는 진행 중입니다. 가장 큰 

NY Works 프로젝트는 뉴욕시의 5억달러짜리 Kosciuszko Bridge의 교체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착공은 올해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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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2년에 2000여 마일의 포장이 교체되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NYSDOT) 커미셔너 Joan McDonald는 “Cuomo 주지사의 NY Works 프로그램은 안전을 

개선하고 앞으로 수년 동안 도로와 교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Western 

Gateway Bridge는 시내와 Scotia 사이를 오가는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연결로일 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환영 받는 개선 사항이 될 것입니다.” 

 

1억 6,900만달러짜리 Western Gateway Bridge 프로젝트는 교량을 개조하고, 교량 상판을 교체하고, 

상행 및 하행 주행 차선을 각각 하나의 11피트 주행 차량과 하나의 14피트 공유 차선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공유 차선은 교량 위에 표시된 뉴욕주 자전거 5번 국도를 오가는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교량의 동쪽 측면은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10피트짜리 다목적 도로를 제공합니다. 이 

다목적 도로는 강의 양쪽에 있는 기존 통로를 연결합니다. 교량의 서측에는 5피트 보도가 

설치되며, 미국 장애인법 기준을 준수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교량 상판과 보도의 교체만 추진하려고 하였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응하여 

NYSDOT는 기존 인프라를 확장하고 지역사회에 더 잘 맞도록 추가 보행자 및 자전거 편의 설비를 

포함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North Country 및 수도권 지역에 있는 13개 교량에 중요한 수리를 위해 NY Works 

프로그램을 통해 3130만달러짜리 계약의 일부로 완료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 

외주업체는 Saratoga 카운티 소재의 Kubricky Construction Corp. of Wilton이고, Albany 소재의 VHB 

Engineering, Surveying & Landscaping Architecture입니다. 

 

설계 건축 공법은 설계 및 건축 서비스 결합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단일 하청업체들이 

빨리 보수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설계 시공 일괄 하청업자들은 교랑의 설계 및 건설 

하청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NY Works 프로그램은 도로와 교량의 수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 상태를 보통 단계에서 양호 

상태로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재활 공사는 주의 인프라를 더 잘 보존하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본격적인 건설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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