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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오래된 코지우스코 브리지 (KOSCIUSZKO BRIDGE) 내측 폭파 계획 

발표 

 

새로운 교량 프로젝트의 주요 이정표가 될 77년된 코지우스코 브리지 (Kosciuszko 

Bridge) 구획에 대한 내측 폭파 계획 

 

이른 봄에 교통 흐름이 옮겨질 새로운 교량의 첫 번째 경간 

 

일정보다 7개월 앞당겨진 제 2단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 여름에 77년이 된 교량의 주요한 두 부분을 내측 

폭파할 계획이라는, 새로운 코지우스코 브리지 (Kosciuszko Bridge) 공사의 중요한 

이정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측 폭파 작업으로 일정보다 7개월이 앞당겨져 올해 5월에 

이 프로젝트의 제 2단계가 분명히 시작될 예정이며, 일정보다 4년이 앞당겨진 2020년 

초에 브루클린 행 교량 경간의 개통이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2017년 봄에 

교통 흐름이 기존의 오래된 교량에서 새로운 교량의 첫 번째 경간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처음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만들었던 

대담한 야망을 되찾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혁신하는 지에 대한 최신 사례인 

새로운 코지우스코 브리지 (Kosciuszko Bridge)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큰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코지우스코 브리지 (Kosciuszko Bridge) 프로젝트는 기존의 77년 된 교량을 퀸즈 

행과 브루클린 행이라는 두 개의 새로운 최첨단 교량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발주한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인 55,500만 달러 규모의 제 1단계 프로젝트는 퀸즈 행 교량을 건설하며 기존 

교량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설계 및 시공 일괄팀은 현재 약 총 길이 사분의 삼 마일에 이르는 



브루클린과 퀸즈가 연결되는 부위를 내측 폭파할 계획입니다. 주 경간이 쓰러진 후, 

뉴타운 크릭 지역에 자재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해서 제거할 것입니다. 

설계 및 시공 일괄팀은 내측 폭파 공정의 환경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세한 공학 및 진동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기존 교량이 제거될 경우, 제 2단계 중에 브루클린 행 교량이 건설될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퀸즈 행 교량은 각 방향으로 3 차선의 브루클린-퀸즈 도시 고속화도로 

(Brooklyn-Queens Expressway, BQE) 교통량을 수용할만큼 충분히 넓어질 것입니다. 

 

Matthew J. Driscoll 뉴욕주 교통부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비전 덕분에, 새로운 코지우스코 브리지 

(Kosciuszko Bridge)는 수년간의 일정을 앞당겨서 뉴욕 주민들을 모실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교량은 뉴욕의 스카이 라인에 추가되는 것 뿐만 아닙니다. 이 교량은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며 주변 지역사회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학계의 걸작품입니다.” 

 

최종 구성 단계에서, 맨해튼의 장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20 피트 너비의 자전거 도로 및 

보도 뿐만 아니라 퀸즈 행 교량은 5차선의 교통량을 수용하며 별도의 브루클린 행 

교량은 4차선의 교통량을 수용할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갓길은 두 교량 양쪽 

모두 추가될 것입니다. 도로 경사도 또한 트럭 및 기타 대형 차량이 교량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가 더욱 쉬워지도록 약 35 피트 낮아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 일괄계약은 타판지 브리지 (Tappan Zee Bridge) 교체를 

위해 신 뉴욕 브리지 (New New York Bridge) 프로젝트에 사용된 신속한 프로세스를 

모델로 하여 이뤄졌습니다. 설계 및 시공 일괄 하청업체들은 교랑의 설계 및 건설 하청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수행하는 이 설계 및 시공 일괄 

프로세스는 설계와 시공 서비스를 하나의 계약으로 통합함으로써 주요 인프라에 대한 

수리 작업을 가속화하고 세금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공팀과 뉴욕시 건축 및 

건설업 협의회 (New York City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간에 체결된 

프로젝트 노동협약 (Project Labor Agreement)은 계약의 일부입니다. NY Works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기금과 설계 및 시공 프로세스의 활용을 통해, 원래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인 브루클린 행 방향의 교량 공사는 이제 2020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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