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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유티카 시 8번 도로 교량을 교체하는 1,180만 달러의 프로젝트 완공 

발표  

  

5번 및 12번 도로가 지나는 새로운 교량을 설치하여 주요 이동로에 대한 안전과 이동성을 
개선하고 유티카와 오네이다 카운티의 뉴 하트포드 타운 연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유티카 시에 위치하며 5번 도로와 12번 주로 위로 8번 

주도가 지나는 교량을 교체하기 위한 1,180만 달러의 프로젝트를 완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 1960년대 건설된 원래 구조물을 현대적인 다중 

대들보 교량으로 교체하여 뉴 하트포드 시와 유티카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안전을 개선했으며 오네이다 카운티와 모호크 밸리 전체에서 원활한 

인적, 물적 교류를 지원합니다. 8번 주도는 지역 기업과 소매 센터를 지원하는 주요 

교통로이며 서던 티어, 애디론댁스,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와 

연결되어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현대적인 교통 시스템이 모호크 밸리에 

의미하는 바를 재구상함으로써 인프라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티카의 8번 주도 코리도에서 진행되는 개선 공사를 통해 사람은 물론 

물류 유통이 원활해져 지연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봄 시작된 프로젝트를 통해 두 개의 스팬을 가진 새로운 교량을 건설했습니다. 

높이는 16피트 3인치로 원래 구조물보다 약 2인치 높습니다. 프로젝트로 8번 주도 및 

교량 인근 5번, 12번 주도의 구간으로 연결되는 경사로를 재포장했습니다. 새로운 

표지판과 조명이 설치되었습니다. 주요 건설 공사가 완공되었지만, 일부 소규모 마감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향후 수 주간 양방향 차선의 일부 폐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운전자들을 위해 인터체인지가 다시 문을 열어 커머셜 드라이브(Commercial 

Drive) 또는 5A번 주도 인근 소매 샌터에서 휴일 쇼핑을 즐기기 위한 이동이 

쉬워집니다. 5번, 8번, 12번 주도는 또한 모호크 밸리 주요 물류 이동로에 포함되어 

있으며, 쇼바니(Chobani), 페덱스(Fed Ex), UPS 등 일부 지역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8번 주도 교량 프로젝트의 완공은 5S번 도로 안전 개선(Route 5S Safety 

Enhancement) 프로젝트 및 백스 스퀘어 하버 포인트 도보 통행자 길(Bagg's Square-

Harbor Point Pedestrian Way) 프로젝트 등 최근 뉴욕주 교통부가 유티카 시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건설 프로젝트는 다운타운 

유티카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새로운 지역사회 관문을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자, 

도보 통행자, 운전자 등의 이동성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 안전을 개선합니다.  

  

Marie Therese Dominguez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량 교체 프로젝트의 완공은 

유티카 시와 모호크 밸리 전체를 위한 위대한 성과입니다. 8번 주도의 새로운 교량 

완공을 통해 모호크 밸리 전역의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이동성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모든 뉴욕 주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교통 네트워크를 

건설하겠다는 교통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유티카와 뉴 

하트포드의 연결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프라법 및 코로나 구제 

기금을 통해 뉴욕에 확보한 연방 자금 덕분에, 모호크 밸리는 오랫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유티카의 다운타운에 새로운 현대적인 관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디론댁스 

뱅크 센터(Adirondack Bank Center)에서 새로운 레스토랑 및 아파트까지 다양한 

시설이 다운타운 전역에서 생기고 있으며, 이는 유티카 시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저는 우리를 더욱 밝은 미래로 인도할 교량 건설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Joseph A. Griffo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티카 시애서 8번 주도 

교량 교체 공사가 완공되어 매우 기쁩니다. 새로운 교량은 이동성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이웃을 연결하고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촉진할 것입니다."  

  

Marianne Buttensch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가 완공이라는 성과를 이루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이들이 모호크 밸리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현대적이며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매우 기쁩니다."  

  

Brian D. Mill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번, 12번 주도 위로 8번 주도가 

지나는 교량 공사 완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매우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1,18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뉴 하트포드와 유티카 지역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은 

주민, 기업, 지역 상업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북쪽의 애디론댁스, 남쪽의 서던 

티어는 물론 뉴욕주 스루웨이로 진입하거나 빠져나오는 운전자들이 다수 이용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주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운전자의 전반적인 안전 개선을 위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 수고해주신 뉴욕주 교통부에 

감사드립니다."  



 

 

  

Anthony J Picente, Jr. 오네이다 카운티 행정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8번 

주도 교량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오네이다 카운티에서 가장 이동량이 많은 교량 중의 한 

곳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가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12번과 5번 도로 위를 

지나가는 도로는 유티카와 뉴 하트포드를 연결하며, 지역의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필수적인 교통 통로입니다. 도로는 매일 수천 명의 운전자들이 주요 기업과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최고의 성과를 내주신 

NYS DOT에 감사드립니다."  

  

Paul A. Miscione 뉴 하트포드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이동로에 대한 인프라 개선 공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인프라 

개선의 미래에 핵심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타운의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Robert M. Palmieri 유티카 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번 주도 교량 보수와 함께, 

우리는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더욱 강력한 인프라를 건설해 유티카 시의 전례 없는 

성장을 지원합니다. 주 정부의 우리 파트너와 함께, 우리는 도시를 더욱 안전하고 

탄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속 투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강한 뉴욕, 

더욱 강한 유티카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신 교통 상황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511로 전화하거나, www.511NY.org를 방문 또는 

무료 휴대폰 앱인 511NY를 다운로드 하세요. 온라인 시스템 및 모바일 앱에는 주도 

지도가 포함되어 있어 적설 현황 등 도로 상황이 정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뉴욕주 교통부 @NYSDOT를 팔로우하세요.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 

facebook.com/NYSDOT를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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