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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NEW NY BRIDGE를를를를 위한위한위한위한 공동공동공동공동 사용사용사용사용 경로경로경로경로 연결의연결의연결의연결의 선정선정선정선정 발표발표발표발표 

 

자전거자전거자전거자전거 및및및및 보행자보행자보행자보행자 용도를용도를용도를용도를 수용하고수용하고수용하고수용하고, 
새새새새 주차장과주차장과주차장과주차장과 방문객방문객방문객방문객 시설을시설을시설을시설을 구비구비구비구비  

 

커뮤니티가커뮤니티가커뮤니티가커뮤니티가 선호하는선호하는선호하는선호하는 “대안대안대안대안 F”를를를를 디자인으로디자인으로디자인으로디자인으로 선정선정선정선정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New NY Bridge를 위한 공동 사용 경로 연결을 위한 최종 

설계가 선정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속도로청의 “대안 F”로 불리는 궁극적 설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혜택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에 선정되었습니다. 공동 사용 

경로는 NY Bridge의 북쪽 구간과 South Nyack 및 Tarrytown의 종점들에 위치할 것이며, 

자전거 및 보행자 연결을 수용하고, 새 주차장과 방문객 시설을 구비할 것입니다. 

 

“New NY Bridge는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해 통행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혁신적 

프로젝트입니다. 공동 사용 경로 연결의 선정 과정은 우리가 커뮤니티 참여에 초점을 

맞출 때 달성할 수 있는 진보와 우리가 대변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하는 결과를 

과시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추가로 자전거꾼과 

보행자들이 새 교량을 활용하고 Hudson의 양쪽에 새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21세기의 인프라망이라는 New NY Bridge의 전반적 

비전에 또 하나를 추가합니다.”  

 

“대안대안대안대안 F” 디자인의디자인의디자인의디자인의 특징특징특징특징: 

Rockland 및 Westchester 카운티의 공동 사용 경로 정렬에 대한 커뮤니티 의견을 따라 

Cuomo 지사는 10번 인터체인지 내에서 끝나고 인근 South Nyack 주거 동네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대안들을 평가하도록 고속도로청에 지시하였습니다. 

 

South Nyack의 10번 인터체인지의 남동 구간 내의 빈터에 공동 사용 경로의 Rockland 

카운티쪽에 54개 공간 주차장 및 편의소가 건립될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루트 9W로부터 

주차장에 접근할 것입니다. 본 계획의 일환으로 South Broadway로부터 남행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램프는 영구 폐쇄될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루트 9W로부터 북행 및 남행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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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용 경로의 Westchester 쪽에는 Tarrytown의 9 번 인터체인지 인근 87/287번 

인터체인지의 북쪽 고속도로 땅에 30개 공간의 전용 주차장, 방문객 휴게소 및 노천 

좌석이 제공되고 교량 교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 고속도로 정비 시설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주말과 비근무 시간에는 추가로 105개 주차 공간이 일반인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Rockland와 Westchester 카운티를 연결하는 도로의 공사는 2017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2018년에 2 교각 New NY Bridge의 완공과 동시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안 F를 

구현하기 위한 총비용은 약 1600만 달러입니다. 

 

연방 고속도로청, 뉴욕주의 교통부 및 고속도로청은 환경 평가에서 공동 리드 기관으로 

일하면서 “대안 F”가 이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설명서에서 이전에 식별되지 않은 커다란 

충격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합동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월에 이 세 기관은 Sleepy Hollow 및 South Nyack에서 환경 평가 오픈하우스/공청회를 

2회 공동개최하였습니다. 1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또한 4월 1일까지 공무원들은 우편,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해 코멘트를 접수하였습니다. 

 

고속도로청고속도로청고속도로청고속도로청 청장청장청장청장 대행대행대행대행 Bill Finch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효과적인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솔루션은 공공 부문의 우리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대안 F는 전용 

길가 주차를 제공하고, 안전과 접근성을 증대하며, 동시에 미래의 지역 계획 

이니셔티브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공동 사용 경로가 개통되면 사람들이 Hudson River를 

건너는 신나는 새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FHWA 청장청장청장청장 Gregory G. Nadeau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New NY Bridge 

프로젝트는 그 시작부터 환경 청지기 정신의 모범이었습니다. 대안 F가 모든 연방 환경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뉴욕주 고속도로청, 뉴욕주 교통부 및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한 작업은 완벽하였으며 앞으로 오랫 동안 모든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한 

훌륭한 모범이 될 것입니다.” 

 

South Nyack 시장시장시장시장 Bonnie Christia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대안 “F”는 우리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우리는 이 결과에 

매우 기쁩니다. 우리 의견을 경청하고 행동해 주신 Cuomo 지사와 고속도로팀에 저는 

South Nyack을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Tarrytown 시장시장시장시장 Drew Fixell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공동 사용 경로의 

개통을 고대하며 이 편의 시설이 우리 주민, 방문객과 업소들을 위해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적극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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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NY Bridge 정보정보정보정보 

New NY Bridge는 8개 통행 차선, 4개 고장/비상 차선으로 운전자들을 위해 교통 혼잡을 

줄일 것입니다. 첨단 교통 모니터링 및 구조물 건강 시스템은 이 교량이 100년 동안 

구조물 대수리를 필요 없게 만들 것입니다. 2교각 방식의 이 다리는 자전거 및 

보행자로도 마련하고 교각을 따라 6개 경치 구경 장소도 마련할 것입니다. 

 

Cuomo 지사의 지시에 의거 대량 수송 방식으로 설계 시공되기 때문이 이 새로운 

교차로는 버스 고속 수송과 경철도 또는 통근열차가도 다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New NY Bridge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39.8억 달러입니다. New NY Bridge는 주요 설계 

회사인 HDR, Buckland & Taylor, URS, GZA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높이 평가 

받는 설계, 엔지니어링 및 건설회사인 Fluor, American Bridge, Granite, Traylor Bros.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움인 Tappan Zee Constructors, LLC(TZC)가 설계 및 건설하고 

있습니다. TZC는 이 프로젝트에서 뉴욕주 고속도로청 및 주 교통부의 직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New NY Bridge는 Tappan Zee 청부업체와의 단일 설계-시공 계약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시공 계약은 프로젝트가 예산에 맞게 정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예산 초과 또는 일정 지연과 관련된 재무 위험성이 통행료 

납부자 또는 납세자들보다는 시공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주요 이정표들: 새로운 설계 시공 법규 제정, 동시 환경성 검토 및 조달 

과정 검토 및 완료, 건설 노조와 프로젝트 노동 계약 협상, 지역을 위한 대중 교통 옵션에 

대한 종합 계획을 위한 40,000여명의 학생들을 포함한 지역 지도자 및 교통 전문가 

패널들과의 800회 이상의 미팅에서의 권고 사항 등은 모든 전례 없는 수준의 투명성과 

지역 사회의 참여를 동반합니다. 

 

금년 초에 Cuomo 지사는 적어도 2020년까지 Tappan Zee Bridge를 포함한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동결할 수 있도록 2016-17 주 예산이 고속도로청에 7억 달러를 

배정함을 발표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지속적 계몽 노력의 일환으로, New NY Bridge 팀은 최근 건설 진도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한 미팅을 금주에 2회 개최할 것입니다. 

비디오 프리젠테이션 후에 고속도로청 직원 및 Tappan Zee 청부업체들의 고위 임원들로 

된 패널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것입니다. 

 

6월월월월 14일일일일, 화요일화요일화요일화요일: 

Washington Irving School 
103 S. Broadway 
Tarrytown, NY 1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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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월월월 15일일일일 수요일수요일수요일수요일: 

Nyack High School  
360 Christian Herald Road 
Upper Nyack, NY 10960 
 

진도에 대한 고화질 사진들, 프로젝트 공사의 렌더링과 동영상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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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