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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캐슬톤온허드슨 브릿지’의 교량 데크 교체 및 개량 공사비에 4,760만 

달러 발표   

  

서쪽 방향 교량 데크 교체와 동쪽 방향 데크 수리 및 아스팔트 재포장이 필요한 다년간의 

공사  

  

캐슬톤온허드슨 브릿지는 렌셀러 카운티와 올버니 카운티 간의 주된 연결로로서 매년 

620만 대의 차량이 이용  

  

운전자들은 공사 중 교통 흐름 변화에 대비하며 주의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의 

캐슬톤온허드슨 브릿지의 주요 설비 개량 공사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4,76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 교량 데크 교체 및 개량 공사에는 서쪽 방향의 데크 전면 교체와 동쪽 방향의 

데크 수리 및 아스팔트 재포장, 그리고 교량 스틸 수리 및 기타 안전 개선이 포함됩니다.  

   

"더 나은 재건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뉴욕 전역의 도로와 교량 강화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공격적인 인프라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캐슬톤온허드슨 브릿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선 작업은 구조물의 안전을 

높여 미래에도 운전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도 지역(Capital Region) 전체에 

지속적인 물동량 흐름을 지원할 것입니다."   

   

캐슬톤 브릿지라고 더 자주 불리는 캐슬톤온허드슨 브릿지는 1958년에 개통되었고 

길이가 약 1마일로 버크셔 지선과 스루웨이의 간선도로를 연결합니다. 허드슨 강을 지나 

올버니 카운티와 렌셀러 카운티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파란색 스틸 교량 위로 매년 약 

620만 대, 매일 17,000대의 차량이 통행을 합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Matthew J. Driscoll 상임이사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루웨이 관리청은 지속적으로 통행료를 전략적으로 재투자하여 

스루웨이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현대화하여,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속도로 체계로서의 명성을 자랑할 것입니다. 캐슬톤 브릿지는 우리의 교통 체계 중 

길이가 가장 긴 교량 중 하나로서, 이번 공사로 미래의 사용성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L&T Construction of Richmondville, New York(쇼하리 카운티)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교통 흐름이 변경되어 각 단계 기간 동안 각 

방향에 한 개 차선이 남습니다. 1단계 동안, 동쪽 방향의 모든 차량은(21A 출구로부터) 

작업자들이 동쪽 방향 차선의 데크 전면 교체와 아프팔트 재포장을 하는 동안 교차료를 

통해 서쪽 방향 차선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2단계 동안, 서쪽 방향의 모든 차량은(스루웨이 간선도로를 향하는) 새로 보수된 동쪽 

방향 차선으로 변경하여 운행하고 작업자들은 서쪽 방향 차선의 데크 전면 교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2년 말에 실질적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교량의 양 끝 도로포장을 새로 하고, 가이드레일과 신호등을 새로 

설치하며, 기타의 강철 보수 작업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안전 강화 작업도 할 것입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뉴욕주에서는 공사 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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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구간 내에서 2회 이상 과속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무료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최신 

교통 정보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앱에 접속하여 운전자들은 이동 중에 

실시간 교통 정보 및 내비게이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자들은 또한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통행자 지도에 방문하시면 실시간 교통 카메라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은 TRANSalert 이메일 시스템에 가입하시면, 스루웨이의 최신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업데이트 정보를 원하는 운전자들은, 트위터 

@ThruwayTraffic을 팔로우하거나, www.thruway.ny.gov를 방문하여 스루웨이 및 

기타 뉴욕주 도로의 교통상황을 보여주는 쌍방향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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