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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NY WORKS 교량교량교량교량 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 공사를공사를공사를공사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이이이이 공사는공사는공사는공사는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에서전역에서전역에서전역에서 진행될진행될진행될진행될 15개개개개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4,45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사업이다사업이다사업이다사업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에서 다리를 완전히 교체하거나 15개 다리에 새로운 

콘크리트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에 4,4500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시작한다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NY Works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복구 공사가 운전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려는 Cuomo 주지사의 "운전자 우선"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NY Works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욕주는 도로 및 다리 수리를 위한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동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다리 복원 및 교체를 포함하는 이러한 15개 프로젝트로 운전자들은 

뉴욕에서 보다 안전하게 여행하고 납세자들에게는 장기적인 세금 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Oneida 카운티 New Hartford에 자리한 NY Susquehanna & Western Railroad에서 북쪽 방향으로 

나있는 8번 주도로를 연결하는 구조물의 다리 데크 교체 공사: 이 다리는 Route 8과 Route 12 

교차로에서 약 1마일 가량 떨어진 New Hartford와 Washington Mills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작이 되었고 올 가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남쪽 방향의 Route 8 다리 공사는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북쪽 방향의 교통은 남쪽 다리를 이용하도록 바뀌어 각 방향에서 

한 차선만 사용될 것입니다. 이 공사 기간이 지속될 동안에는 Mill Street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남쪽 

방향의 Route 8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Campion Road 또는 Kellogg Road 램프를 이용해야 합니다. 

88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맡은 시공회사는 Onondaga 카운티의 Slate Hill Contractors of 

Warner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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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town Connection(Route 7)에서 State Street(Route 5)을 연결하고 Schenectady 카운티의 

Schenectady에 자리한 Interstate 890에서 Crosstown Connection을 연결하는 구조물의 다리 데크 

교체 공사: 차량 통행이 다리 한 쪽으로 진행되고 각 방향으로 한 개 차선만 개방된 채 두 다리의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다리 반대편에서도 작업이 진행됩니다. 4월 29일 월요일, Crosstown 

Connection에 있는 State Street 다리에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차량 통행은 다리의 동쪽 방향에서 

진행되고 공사는 서쪽 방향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이 공사 단계에서는 State Street 서쪽 방향에서 

Crosstown Connection 동쪽 방향으로 이어진 램프가 폐쇄됩니다. 약 1주일 후, I-890에 있는 

Crosstown Connection에서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차량 통행은 다리의 동쪽 방향에서 진행되고 

공사는 서쪽 방향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동쪽 방향의 I-890 진출 램프와 동쪽 방향의 Crosstown 

Connection이 서로 합쳐지는 곳에는 새로운 양보 표지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설계시공 사업을 

담당하는 시공사는 Saratoga 카운티 소재의 Kubricky Construction Corp. of Wilton이며, 설계 컨설팅 

회사는 Albany 소재의 VHB Engineering, Surveying & Landscaping Architecture입니다.  

 

• Hudson Valley에 소재한 네 개 구조물의 다리 데크 교체 공사: 910만 달러 규모의 설계시공 사업을 

담당하는 시공사는 Albany 카운티 소재의 Harrison & Burrowes Bridge Constructors, Inc. of 

Glenmont이며, 설계 컨설팅 회사는 Clough Harbor & Associates of Albany입니다.  

o  County Route 306과 Westchester 카운티 Cortlandt에 소재한 Annsiville Creek에서 북쪽 

방향으로 나있는 Route 9: 북쪽 방향의 차량 통행은 각 방향으로 한 개 차선만 허용한 채 

남쪽 Route 9으로 넘어갑니다. 카운티 Route 306는 폐쇄되었으며 차량 통행은 Roa Hook 

Road를 사용하여 짧은 우회로를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23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는 7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o  Dutchess 카운티 Poughkeepsie에 소재한 County Route 44 위로 나있는 Route 55: 통행 

차선은 서쪽 방향으로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18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는 9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o  Dutchess 카운티 Clinton Corners에 소재한 Wappinger Creek 위로 나있는 Taconic State 

Parkway: 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방향으로 한 개 차선만 통행을 허용한 채 

남쪽 도로로 차량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방향으로 한 개 차선만 통행을 

허용한 채 북쪽 도로로 차량이 이어집니다. 본 24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는 

가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o  Westchester 카운티의 Yonkers에 소재한 Route 100에 나있는 Tuckahoe Road: 공사 기간 

동안 각 방향으로 두 개 차선의 통행이 허용될 것입니다. 26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는 7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 Steuben 카운티의 Corning 시 및 타운에 있는 Norfolk Southern 철도와 Chemung River 위로 나있는 

Route 352와 연결된 Patterson Bridge의 완전한 교체 공사: 1,94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약 한 달 정도 일찍 시작할 예정입니다. NYSDOT는 원래 Patterson Bridge 교체를 2014년에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NY Works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으로 프로젝트 일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공사 기간에 사용할 계약업체 차량을 위한 진입 도로를 마련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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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습니다. 다리 작업은 5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서쪽 방향 

차량의 통행을 위해 있었던 기존의 구조물이 폐쇄되고 9월에는 다리가 전면 폐쇄될 예정입니다. 

차량운전자는 Interstate 86과 Route 414로 우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우회 및 교통신호 

시기 선택 작업은 이번 여름에 실시될 것입니다. 새로운 다리는 내년 봄에 차량 통행을 허용하고 

조경과 같은 도로를 벗어나서 이뤄지는 작업은 오는 가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건설시공사는 Erie 

카운티의 Cold Spring Construction Company of Akron입니다.  

 

• Willowemoc Creek에서 동서쪽 방향으로 나있는 State Route 17를 연결하는 구조물과 Sullivan 

카운티 Rockland에 소재한 Hazel Road에서 동서쪽 방향으로 나있는 State Route 17을 연결하는 

구조물의 다리 데크 교체 공사: Willowemoc Creek에서 서쪽 방향으로 나있는 Route 17을 연결하는 

다리를 교체하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현재 폐쇄되었고 차량 통행은 동쪽 방향의 

Route 17로  넘어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때 동서 양쪽 방향의 

차량 통행은 새로 들어서는 Route 17 서쪽 방향의 다리를 사용하도록 연결되고 공사는 동쪽 

다리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는 여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Hazel Road에서 

Route 17를 연결하는 다리 공사도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에 다리의 반을 교체하고 다른 반쪽에서는 

차량 통행을 유지하는 식으로 단계별 공사 방식을 사용하여 SR 17의 각 방향으로 항상 한 개 차선의 

차량 통행이 이뤄질 것입니다. 공사 기간에는 Hazel Road를 따라 간헐적인 차량 통행 제한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여름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530만 달러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는 

Cortland 카운티의 Economy Paving Co, Inc. of Cortland입니다. 

 

• Jefferson 카운티에 소재한 네 개 구조물에 대한 다리 데크 교체 공사: 590만 달러 규모의 공사가 

4월 22일 월요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공사는 밑에 있는 강철 구주물 교체 작업과 베어링 및 

연결장치와 같은 중요 구성부품 교체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강도 높은 복구 작업으로 기존 

구조물들은 정상적인 사용연한을 훨씬 넘어 계속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설계시공 사업을 

담당하는 시공사는 Saratoga 카운티 소재의 Kubricky Construction Corp. of Wilton이며, 설계 컨설팅 

회사는 Albany 소재의 VHB Engineering, Surveying & Landscaping Architecture입니다.  

o  Jefferson 카운티의 Town of LeRay에 소재한 Black River 위로 나있는 Route 3에서 Fort 

Drum까지의 진입 도로를 연결하는 State Route 971V Bridge: 공사 기간 동안 이 다리는 

폐쇄되며 State Routes 3 및 342를 따라 차량이 우회됩니다. 21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는 가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o  Jefferson 카운티의 Town of Rodman에 소재한 North Branch of Sandy Creek 위로 나있는 

State Route 177: 이 다리는 공사 기간 동안 임시 교통 신호를 활용하여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23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는 가을 후반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o  Jefferson 카운티의 Town of Ellisburg에서 북남쪽 방향의 I-81 위로 나있는 State Route 193 

Bridges: 이 공사는 아모 조인트 수리, 시계( 界)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에서 다리로 

진입하는 부분의 공사, 다리의 선회반경 작업이 포함됩니다. 공사 기간에는 다리가 

폐쇄되고 인근 주간도로의 출구가 우회도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15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는 5월에 시작하여 가을 후반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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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Joan McDonald 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리들과 다리 데크 교체작업이 

완료되면 차량운전자의 안전이 증대되고 뉴욕주 전역의 중요한 교통 회랑 지대를 따라 차량 

이동성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혁신적인 NY Works 프로그램 덕분에, 올해 많은 

중요한 안전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어 우리의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경제개발을 촉진하며 

뉴욕주에서 즉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위한 교통관리 계획은 지난 해 Cuomo 주지사가 개발한 '운전자 우선'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운전자 우선' 사업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도로와 다리 프로젝트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료되도록 하면서 운전자의 이동성을 유지시킬 수 있게끔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NY Works는 다리의 수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다리 상태를 양호 단계에서 향상시켜 우수 

상태로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복구 공사는 뉴욕주의 인프라를 더 잘 보존하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본격적인 건설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가까운 지리적 위치 내의 

프로젝트 현장들을 단일 계약으로 묶음으로써 교통부가 경비를 낮추어 더 낮은 입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수행하는 이 설계-시공 프로세스는 설계와 건설 서비스를 하나의 계약으로 

통합함으로써 주요 인프라에 대한 수리 작업을 가속화하고 세금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전자들은 반드시 다가올 공사 시즌에 만나게 될 이 구간과 다른 많은 고속도로 및 다리의 공사 

구역을 통과할 때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를 얻으려면 511으로 전화하거나 www.511NY.org를 방문하십시오. 511NY는 

뉴욕주의 공식 교통 및 통행 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 511NY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은 뉴욕주 전 

주민을 위한 무료, 24시간/7일, 주 전역에 대한 실시간 교통 및 교통 기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기상 경보와 일기예보는 물론 대중 교통 여행 정보와 비디오카메라 이미지도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www.511ny.org 에는 추가적인 모바일 앱 기능, 국경선 횡단 시간,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새로운 통보 사항 등이 포함되며, 인터페이스 사용이 더욱 수월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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