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5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MURPHY 주지사, 새 고설스 브리지(GOETHALS BRIDGE) 완공 발표  

  

서쪽 방향 경간 완성으로 1931년 이래 항만청이 처음 지은 새 다리 개방 나타내  

  

15억 달러 규모의 쌍 경간, 사장교 횡단시설로 매년 다리를 사용하는 3,200만 명에게 더 

쉽고 안전하며 정체가 적은 운전을 가능케 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와 Phil Murphy 주지사는 오늘 고설스 브리지(Goethals 

Bridge)의 완공 및 5월 21일 월요일 아침 혼잡 시간에 맞춰 서쪽 방향 경간을 개방함을 

발표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Staten Island)와 엘리자베스, 뉴저지 사이 아서 

킬(Arthur Kill)을 건너는 15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쌍 경간, 사장교 횡단시설은 수십억 

달러의 상품을 운송하고 해당 지역으로 갈 때 수백만 명의 여행자가 사용하는 주요 

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1931년 이래로 항만청(Port Authority)이 

처음 짓는 새 다리를 대표합니다. 2017년 6월 동쪽 방향 경간이 개방되었고 서쪽 방향 

경간을 건설하는 동안 각 방향에 2차선이 있었습니다.  

  

Cuomo 뉴욕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설스 브리지(Goethals Bridge)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전역을 여행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필수 동맥이며 이 

최첨단 횡단시설은 뉴욕 주민의 현재와 미래 세대, 지역사회 주변 거주자들의 이동이 

쉽도록 할 것입니다. JFK 및 라구아디아(LaGuardia) 공항의 재활성화부터 롱아일랜드 

철로(Long Island Rail Road) 확장, Mario Cuomo 주지사 브리지(Governor Mario Cuomo 

bridge) 및 고설스 브리지(Goethals bridge)의 건설까지, 뉴욕은 21세기 경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설스 브리지(Goethals Bridge) 

프로젝트의 두 번째 경간 완공 및 개방은 뉴저지-뉴욕 메트로 지역에서 80년 만에 착수된 

가장 중요한 인프라 개선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선으로 정체를 완화하고 일상 

통근자들과 연간 다리를 사용하는 3,200만 이상 여행자들에게 더 안전한 운전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새 고설스 브리지(Goethals Bridge)는 지역의 인프라 시스템과 운전자들을 위한 

광범위한 개선에서 주요 업그레이드가 나타납니다. 운전자들은 모델 T 포드(Model T 

Ford) 시대, 연방 고속도로 기준이 실행되기 이전에 지어진 횡단시설을 수십년 간 

이용해야 했습니다.  

  

새 다리의 쌍 경간은 각 방향에 12피트 길이의 표준 너비 차선 세 개가 있으며 각 경간에 

12피트 너비의 외부 갓길과 5피트 너비의 내부 갓길이 있습니다. 이로써 더 쉽고 안전한 

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체를 완화하고 미래 교통량을 충당하며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리는 10피트 너비의 열악한 차선이 있었으며 

갓길이 없어 사고나 고장이 나면 대규모 정체를 유발했습니다.  

  

새 다리는 ‘스마트 브리지’ 기술을 갖추어 중요 지점에 센서망을 사용하여 다리 구조를 

지속적으로 전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센서는 심각한 문제를 인간 검사자가 

확인하기 전 가능성을 미리 감지할 수 있으며 혹독한 기후와 기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다리가 극심한 교통량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다리 건설은 혁신적 디자인-건설-금융-유지 공공-민간 파트너십(P3)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동북쪽의 진정한 첫 노면 교통 공공-민간 

파트너십(P3)입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은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공공-민간 

파트너십(P3) 기간 동안 개발자에게 건설비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금융 계약으로 

항만청(Port Authority)은 공공 기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더욱 빠르게 프로젝트를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은 개발자에게 직접 자금을 대는 연방 

교통 인프라 금융 및 혁신법(TIFIA), 통행료 수입(항만청(Port Authority)이 계속 제어할 

예정)을 대체하는 독특한 상환 구조, 개발자 주식투자를 포함합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은 총 비용 15억 달러 중 약 3억 6,30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사전 계획, 허가, 부동산 취득, 디자인, 엔지니어 작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관은 튼튼한 다리 완공 및 오래된 구조 철거를 포함하여 주요 단계 완료시 개발자에게 

1억 5,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발자에게 추가 정기 상환을 하여 

앞으로 35년간 이상 자본금 및 유지 비용을 충당하고 민간 파트너 NYNJ Link가 특정 

성과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은 

지속적으로 새 다리를 운영하며 통행료를 설정하고 거두어들일 것입니다.  

  

다리 프로젝트는 100퍼센트 노동 조합을 이용하여 운영, 관리, 자산 개선을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직접 일자리 약 2,250개를 창출했고 총 2억 2,400만 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지역 경제 활동에서 총 8억 7,200 달러가 발생했습니다.  

  

다리 프로젝트는 2002년에 시작된 예비 개념 작업 및 환경 검토 등으로 16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2013년 4월 항만청 커미셔너 이사회(Port Authority Board of 

Commissioners)는 프로젝트를 최종으로 허가했습니다.  



 

 

  

5월 20일 서쪽 방향 새 경간을 개방하기에 앞서 현재 다리의 서쪽 방향 차선은 5월 18일 

금요일 오후 9시를 시작으로 폐쇄될 것이며 오전 4시에 다시 개방될 것입니다. 5월 21일 

월요일. 이번 폐쇄로 기존 진입 램프를 사용합니다. 현재 새로 개방하는 서쪽 방향 구조로 

교통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쪽 방향 경간 2차선을 서쪽 방향 교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쇄 동안 서쪽 방향 뉴저지로 여행자들은 아우터브리지 크로싱(Outerbridge 

Crossing) 또는 베이온 브리지(Bayonne Bridge)를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리의 동쪽 

방향 차선은 영향이 없습니다.  

  

서쪽 방향 경간이 개방되면 지난 한 해 동안 양방향 교통을 책임졌던 동쪽 방향 경간은 

앞으로 몇 주 사이에 완전한 갓길을 갖춘 세 번째 동쪽 방향 차선을 개방하며 재구성될 

예정입니다. 6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인 해당 작업을 하는 동안 동쪽 방향 경간의 동쪽 

방향 차선 두 개가 유지될 것입니다.  

  

디자인, 건설, 프로젝트 기금에 대한 책임에 더하여 맥쿼리(Macquarie)와 

키위트(Kiewit)의 파트너십 NYNJ Link LLC는 첫 35년간 다리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교통부(USDOT) 교통 인프라 금융 및 혁신법(TIFIA)의 저리 대출 4억 

6,300만 달러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세금 감면 민간 활동 채권으로 4억 6,000만 달러, 

NYNJ Link가 프로젝트의 자금을 대어 자기 위험 자본에서 1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혜택 

받았습니다.  

 

원래 다리는 1928년 6월 29일에 개방되어 George Washington Goethals 소장의 이름에 

걸맞는 70번째 생일을 맞이할 예정이었습니다. Goethals 소장은 파나마 운하(Panama 

Canal)의 건설을 관리 감독했으며 항만청(Port Authority)에서 최초의 고문 기사로 

일했습니다. 소장은 다리가 완공된 후 얼마 후 생을 마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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