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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얼스터 카운티의 4백만 달러 규모 교량 교체공사의 완공 발표 

 

안전과 교통 흐름을 향상시키는 예상 기한 및 예산에 맞추어 완료된 프로젝트 

 

스루웨이 상의 Sawkill Road 교량의 복구력 개선 및 존속기간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업그레이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얼스터 카운티 뉴욕주 스루웨이(87번 주간고속도로, 

I-87) 상의 Sawkill Road 교량을 교체하기 위한 4백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완공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해진 기한과 예산에 맞추어 완공되었으며, 

일간 평균 9,415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교통량이 아주 많은 교량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요 교량의 교체가 정해진 기한과 예산에 

맞추어 완공된 것은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인프라 복구 기간 동안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우리의 공약이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안전하고 복구력이 있는 도로와 교량은 강력한 경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역에서 경제 성장의 촉진을 돕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중요한 인프라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교량의 설계에는 늘어난 수직 간격, 개선된 접근 포장도로, 재배치된 콘크리트 

하부구조물, 늘어난 갓길 폭 등이 포함된 중요한 안전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교량은 또한 장애인 차량, 응급대응 차량, 법 집행 차량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개의 11 피트 폭의 주행 차선과 6 피트 폭의 왼쪽 및 오른쪽 갓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전 Sawkill Road 교량은 1953년에 최초의 스루웨이 시스템과 함께 건설되었으며, 

50년 이상의 존속기간 동안 다양한 결함에 대해 유지보수 정비를 받았습니다. 이 교체 

교량은 중요한 유지보수 또는 고장 수리 없이 약 75년 이상 존속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교량은 강화 콘크리트 교량 받침대로 지지되는 2경간 강판형교 

(two-span steel plate girder) 설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Bill Finch 스루웨이 공사 (Thruway Authority) 전무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루웨이 공사 (Thruway Authority)는 매일 우리 도로에 의지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도로를 안전한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87번 주간고속도로 (I-87) 상의 Sawkill 

Road 교량이 완공됨에 따라, 차세대를 위한 얼스터 카운티 스루웨이를 이 교량을 통해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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