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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새 렉스포드 대교 올가을 개통 발표 
 

3,250 만 달러 규모의 디자인-건축 프로젝트로 새로 건축한 사라토가와 스키넥터디 

카운티를 연결하는 렉스포드 대교, 2017 년 말 완공 
 

디자인-건축 프로젝트로 공사를 재개하여 안전성과 차량 흐름 향상 
 

새 렉스포드 대교의 모습은 여기서 확인하십시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 렉스포드 대교(Rexford Bridge)가 이번 주 날씨가 

좋으면 예정된 공사를 재개하여 올해 가을에 개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3,250만 

달러 규모의 디자인-건축 프로젝트로 사라토가 카운티(Saratoga County)의 클리프턴 

파크와 스키넥터디 카운티(Schenectady County)의 니스카유나(Niskayuna) 사이에서 

모호크 강을 건너는 146번 국도가 지나는 새 교량을 건설합니다. 이 교량에는 매일 약 

22,000대의 차량이 지나다닙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렉스포드 대교는 주도 지역을 다니는 통근자와 

방문객들의 중요한 연결 교량으로서 올 봄에 공사를 재개하여 예정대로 올 가을에 

개통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제고와 구조적 업그레이드는 이 교량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동시에 차량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디자인-건축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어 하나의 계약회사 팀이 전체 프로젝트의 

디자인과 시공을 책임짐으로써 원활한 조정과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작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건축 계약은 계약자가 프로젝트 지연 및 비용 초과의 책임을 

짐으로 주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확실하게 합니다. 

 

새 교량은 양방향에 각각 2개 차선을 두어 원래 한 개씩 있던 차선을 넓혔습니다. 다용도 

연결로가 니스카유나의 렉스포드와 모호크-허드슨 자전거-등산로 코스에 있는 리버뷰 

대로(Riverview Road)로 연결됩니다. 이번 시즌의 초기 작업에는 새 교량에 사용할 강재 

배송과 설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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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 DOT) 커미셔너 

Matthew J. Driscoll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교량과 쌍방향 두 개의 차선은 기존의 

운전자들이 매일 겪던 교통 체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모든 도로 

이용자의 수요를 만족하는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다용도 차선을 추가하여 모호크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 볼타운 대로(Balltown Road, 146번 도로), 아쿠아닥트 대로(Aqueduct 

Road) 및 윌리엄스 가(Williams Street)의 교차로로 있는 니스카유나 측 교량의 단일 

차선을 새로 임시 개통하였습니다. 새 교량이 완공될 때 각각 두 개 차선을 가진 양방향 

교통이 영구적으로 개통될 것입니다. 

 

렉스포드측의 새로운 양방향 도로와 리버뷰 대로 사이의 146번 도로는 4개 차선으로 

재공사가 진행 중이며 교량에서 북쪽으로 약 반마일 떨어진 클리프톤 파크 타운에 있는 

146번 도로와 리버뷰 대로의 교차로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Jim Tedisc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렉스포드 대교는 많은 사람이 

완공되기를 바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렉스포드 대교 49번째 상원의원 지역구에서 

방문객과 스키넥터디아 사라토가 카운티 사이를 매일 오가는 근로자 및 그들과 상업적인 

의뢰관계가 있는 작은 가게들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완공된 새 교량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매일 모호크 강을 건너는 수천 명의 통근이 훨씬 편하게 할 것입니다.” 

 

Mary Beth Walsh 여성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내의 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와 필요한 개조는 아침 통근자, 학교 버스 운전자 및 방문객들의 안전한 여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런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저를 포함한 112번 하원의원 지역구의 주민들이 렉스포드 

대교가 올가을에 완공되기를 손꼽아 기다림을 알고 있습니다.” 

 

Phil Ste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렉스포드 대교는 사라토가와 스키넥터디 

카운티를 오가는 사람들의 차량 정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는 교통부가 

교량의 재공사를 우선순위에 놓는 것을 당연히 환영합니다. DOT는 주도 지역의 교통 

수요를 만족하는 우리 사무실의 노력에 상당히 책임집니다.” 

 

클리프턴 파크 타운의 책임자 Phil Barrett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리프턴 파크 타운은 

렉스포드 대교 프로젝트를 운전자와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동시에 

가능한 빨리 완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뉴욕주 교통부(NYSDOT)에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단계의 공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DOT 책임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교량 공사는 2015년 말에 기존의 서쪽 구조물에 직접 공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새 교량이 개통된 후 프로젝트 작업은 기조 교량 철거와 교량과 

이어지는 도로와 주변의 작업을 포함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말에 

전부 완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운전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고, 주 전역에서 고속도로 및 교량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Cuomo 주지사의 운전자 

우선 기획(Driver’s First Initiative)의 요구에 따라 완성될 것입니다. 

 

작업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반드시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이 

구간에서의 과속 운전은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아야 합니다. 2005년의 공사 구간 

안전법 (Work Zone Safety Act)에 따라 공사 구간 내에서 2회 이상 과속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신 교통정보에 대해서는 511번에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www.511NY.org 또는 새로운 

모바일 사이 m.511ny.org를 방문하십시오.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 (교통부)를 

팔로우하십시오: @NYSDOT. 페이스북에서는 facebook.com/NYSDOT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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