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3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710 만 달러 규모의 소우 밀 리버 파크웨이(SAW MILL RIVER 
PARKWAY) 교량 재건축 프로젝트 발표 

 

뉴욕 전역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5 억 4,200 만 달러의 엠파이어 브리지 
프로젝트(Empire Bridge Program) 작업의 일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키스코 강(Kisco River)과 소우 밀 리버 파크웨이(Saw 

Mill River Parkway)를 잇고, 마운트 키스코(Mount Kisco) 및 뉴캐슬(New Castle) 타운과 

브랜치 브룩(Branch Brook)을 잇는 교량 두 개를 건설할 1,71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5억 4,200만 

달러 엠파이어 브리지 프로그램(Empire Bridge Program)의 일환으로, 뉴욕주 전역의 

주요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뉴욕주 공약의 핵심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기상 조건이 지속됨에 

따라, 지금이 바로 미래의 기상 재난을 견딜 수 있도록 뉴욕 전역의 주요 교량 및 

파크웨이 시스템을 강화할 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드 허드슨 전역의 뉴욕 주민의 

안전에 필수적이며, 교량 및 도로를 지속적으로 재건함으로써, 뉴욕주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튼튼해지고 회복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키스코 강(Kisco River)과 소우 밀 리버 파크웨이(Saw Mill River 

Parkway)를 잇는 교량의 교체와 파크웨이와 브랜치 브룩(Branch Brook)을 잇는 지하 

배수로를 교체하기 위한 신규 교량 건설 작업이 포함됩니다. 신규 교량 두 개는 기존 교량 

및 지하 배수로보다 더 확장되고 5피트 높아져 미래 기상 재난 발생 시 홍수 및 도로 

폐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부로써, 소우 밀 리버 파크웨이(Saw Mill River 

Parkway)를 따라 신규 가이드 레일, 브리지 레일 및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 또한 설치될 

예정입니다. 

 

공사는 2단계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는 소우 밀 리버 파크웨이(Saw Mill 

River Parkway) 북부 공사 및 건설 작업이 포함되며, 이는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현장의 임시 우회로로 북부 및 남부의 교통량을 기존 남쪽 

차선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파크웨이 남부 공사 및 건설 작업이 포함되며, 



이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 진행 동안, 새로 

건설된 북부 도로로 교통량을 유지할 것입니다. 

 

신규 교량 건설 작업 시 파크웨이 일부 구간의 야간 폐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량은 

주 루트 117 및 133으로 인해 우회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교통부 커미셔너(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 DOT) 

Matthew J. Drisco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엠파이어 브리지 

프로그램(Empire Bridge Program) 덕분에, 허드슨 밸리 지역의 교량 35개가 가장 심각한 

폭풍 시에도 응급 구조 대원 및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조물로 

교체되었거나 교체될 예정입니다. 주지사님의 비전과 선견지명 덕분에 교통부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도로 및 교량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ita M. Lowe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운트 키스코(Mount Kisco)와 

뉴캐슬(New Castle) 재건 프로젝트가 소우 밀 리버 파크웨이(Saw Mill River Parkway)의 

악천후 상황에서의 회복력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도로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엠파이어 브리지 프로그램(Empire Bridge Program)이 

허드슨 밸리 남부의 주요 인프라를 개선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하원 

세출위원회(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의 간부 위원으로서, 연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의원 Terrence Murph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안전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우 밀 리버 파크웨이(Saw Mill River Parkway)를 

개선하고 마운트 키스코(Mt. Kisco), 뉴캐슬(New Castle) 및 주변 지역을 괴롭힌 홍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원의원 David Buchwald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엠파이어 브리지 

프로그램(Empire Bridge Program)이 마운트 키스코(Mt. Kisco)와 뉴캐슬(New 

Castle)에서 진행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우 밀 리버 파크웨이(Saw Mill 

River Parkway)는 웨스트체스터의 주요 도로입니다. 이 1,710만 달러는 우리 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훌륭한 투자이며, 이 신규 교량은 늘어나는 소우 밀 리버 파크웨이(Saw 

Mill River Parkway) 통행자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송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관리하는 엠파이어 

브리지 프로그램(Empire Bridge Program)은 주 전역의 노화된 구조물 100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규 교량은 회복력이 더 뛰어나며, 홍수를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브리지 프로그램(Empire Bridge Program)을 완료하면 주 전역 커뮤니티의 

주민들이 더 튼튼하고 복원력이 뛰어난 교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폭우 및 홍수 발생 시 

고속도로 교통체증 발생 및 우회로 사용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긴급 상황 시 주요 인명 

구조 서비스가 계속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작업 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2배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005년의 공사 구간 안전법 (Work Zone Safety Act)에 따라 공사 구간 내에서 

2회 이상 과속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시려면 511로 전화하시거나 www.511NY.org 방문 또는 새 

모바일 사이트 http://m.511ny.org에 로그인하세요.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 (교통부)를 팔로우하세요: @NYSDOT. 페이스북에서는 주소 

Facebook.com/NYSDOT 에서 뉴욕주 교통부를 확인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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