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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브롱크스 내 브루크너 고속도로 및 6개의 연결 경사로를 재활성화하는 

2억 4백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완료를 발표  

  

셰리던 불라바드의 완공 및 헌트 포인트 건설 시작 이후, 이 프로젝트는 주지사의 

브롱크스 내 "빌딩 백 베터"를 위한 헌신을 진행  

  

신형 LED 조명이 반 마일의 구간에 설치되고, 교량 교각 조인트에 대한 유지 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구조를 활용  

  

예정된 기간 및 예산 내에 프로젝트 완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루크너 고속도로(Bruckner Expressway)의 반 마일 

구간과 이스트 141번가(East 141st Street)와 브롱크스의 메이저 디건 고속도로(Major 

Deegan Expressway)와 Robert F. Kennedy 브리지(Robert F. Kennedy Bridge)의 

인터체인지 사이의 6개 연결 경사로를 재활하는 2억 4백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의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고가교의 수명을 늘리고 향후 유지 보수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정된 기간 및 예산 내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성은 또한 주간 고속도로에서 보행자 친화적인 불라바드에 이르기까지 

셰리던 고속도로(Sheridan Expressway)의 7,500만 달러 재활부터 시작하여 브롱크스의 

"빌딩 백 베터(building back better)"에 대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헌신을 기반으로 

하고, 브루크너 고속도로 및 새로운 셰리던 불라바드(Sheridan Boulevard) 모두에서 헌츠 

포인트 마켓(Hunts Point Market)까지 직접적인 접근을 제공할 진행 중인 17억 달러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브롱크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록적인 투자를 해왔으며, 이러한 새로운 개선은 여행과 상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중요한 도로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자치구 전역의 다른 변형 

프로젝트와 함께, 재활된 브루크너 고속도로는 브롱크스와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더 

낫게 회복하려는 전례 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갑판 교각 중 약 70%가 고성능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혁신적인 기술 "링크 

슬라브(link slabs)"를 사용하여 제거되었으며, 교각을 통해 빗물이 누출되는 것을 크게 

줄이고 교량 교각을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되고 고가교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교량 교각 교체, 콘크리트 교각 및 강철 대들보 수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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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 및 받침 교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장벽, 난간 및 배수 구조물이 교체되고 새로운 

도로 차선 그리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고속도로, 경사로, 138번, 140번, 141번가의 

고속도로 아래 교차로에 새로운 LED 조명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시야를 

높였습니다.  

  

브루크너 본선에서의 작업 외에도 다음 여섯 개의 경사로가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개선되었습니다.  

• Robert F. Kennedy 브리지에서 상행 메이저 디건 고속도로(I-87)로 가는 경사로  

• Robert F. Kennedy 브리지에서 동쪽 방향 브루크너 고속도로(I-278)로 가는 

경사로  

• 서쪽 방향 브루크너 고속도로(I-278)에서 Robert F. Kennedy 브리지로 가는 

경사로  

• 서쪽 방향 브루크너 고속도로(I-278)에서 상행 메이저 디건 고속도로(I-87)로 가는 

경사로  

• 하행 메이저 디건 고속도로(I-87)에서 동쪽 방향 브루크너 고속도로(I-278)로 가는 

경사로  

• 이스트 138번가의 동쪽 방향 브루크너 불라바드에서 동쪽 방향 브루크너 

고속도로(I-278)로 가는 경사로.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지역사회 활성화의 첫 

번째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한 번에 하나의 프로젝트씩, 교통부는 세대별로 뉴욕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브롱크스의 주요 

도로에서 이 프로젝트를 완료함으로써 Cuomo 주지사가 현명하고 지속 가능하며 

탄력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José Serran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크너 고속도로의 재활성화는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길을 따라 지역 경제를 시작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인프라를 그의 의제에 최우선 어젠다로 삼고 브롱크스에 헌신하는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José Serra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프라는 브롱크스 

지역사회를 위한 삶의 질뿐만 아니라 탄탄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며, 여기 

자치구 및 주 전역의 도로를 개조하려는 주지사의 헌신을 칭찬합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들은 매일 브루크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재활성화 프로젝트는 앞으로 수년간 

브롱크스에서의 교통과 상거래를 강화할 것입니다."  

  

Carmen Arroy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크너는 브롱크스와 주변 

지역이 계속 살아 움직이게 하며, 고속도로의 주요 개선으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는 

팬데믹에서 더 강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 학교 및 산업이 최적으로 운영되는 데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신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Diana Ayala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크너 고속도로는 뉴욕 빌딩 백 

베터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이러한 개선이 브롱크스에 가져올 경제적 및 환경적 이점은 

기념비적입니다. 브롱크스와 뉴욕주에 대한 그의 리더십과 비전에 대해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Rafael Salamanca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사회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며 브루크너 고속도로는 뉴욕 빌딩 백 베터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이러한 개선이 브롱크스에 가져올 경제적 및 환경적 이점은 기념비적입니다. 브롱크스와 

뉴욕주에 대한 그의 리더십과 비전에 대해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브롱크스 자치구의 Ruben Diaz J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에서 벗어나 싸우면서, 우리는 도로와 공공 공간이 우리 지역사회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프라는 탄탄한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으로 브롱크스가 회복하도록 하는 핵심 요소이며, 자치구 및 주 전역의 도로를 

개조하려는 주지사의 헌신을 칭찬합니다. 이러한 개선이 브롱크스에 가져올 경제적 및 

환경적 이점은 기념비적입니다."  

  

건설 중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뉴욕주 교통부는 최대 주행 시간 동안 

동쪽과 서쪽으로 향하는 브루크너 고속도로(I-278) 본선 주행 차선 3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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