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타판지 브리지(TAPPAN ZEE BRIDGE) 콘크리트 데크 패널 135개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송됨을 발표 

 

주 전역 지방자치단체 아홉 곳에서 타판지 브리지(Tappan Zee Bridge) 데크 패널을 

받았으며 최대 약 410만 달러를 절약 

 

일부 데크 패널은 즉시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 

 

데크 패널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타판지 브리지(Tappan Zee Bridge) 철거에서 나온 

콘크리트 데크 패널 135개가 뉴욕 전역의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배송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은 작년 

마리오 엠 쿠오모 주지사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의 첫 경간 개통 후 

데크 패널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패널 부분은 제거 및 배송을 포함하여 약 

410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판지 브리지(Tappan Zee Bridge)는 이 위대한 

주 전역에서 중요 다리 및 인프라 프로젝트의 부분으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다리에서 나온 자재를 재사용하는 것은 똑똑하고 비용 효과적인 관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입니다.” 

 

지난 10년 내에 설치된 타판지 브리지(Tappan Zee Bridge) 데크 패널 부분의 넓이는 약 

13피트, 길이는 50피트입니다. 각 패널은 8.25인치 두께이며 무게는 75,000파운드에서 

11만파운드입니다. 데크 패널 프로그램은 현재 종료된 상태입니다. 

 

5월 중순에 60피트 길이의 플랫 데크 트럭은 개별 패널을 올버니 카운티 포트 오브 

코아이맨스(Port of Coeymans)에서 지방자치 정비 부지 13곳으로 옮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9곳은 인프라에 즉시 또는 향후 사용할 데크 패널 부분을 보내달라고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Retired_Tappan_Zee_Deck_Panels.pdf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오렌지 카운티는 마운트 호프 타운 11번 도로(Route 

11)에서 고속도로 다리를 짓기 위해 받은 데크 패널 14개 중 세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앨러게니와 스튜벤 카운티도 올해 일부 데크 패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Matthew J. Driscoll 상임이사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는 지방 정부가 중요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돕는 

주의 독특한 역할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전략적으로 이러한 자재의 용도를 변경 및 

재구상함으로써 납세자들은 수백 만 달러를 아낄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앞으로 수십 

년간 혜택을 얻을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재를 재사용하고 우리 비상 대응력을 강화하며 

주 납세자의 돈 수백 만 달러를 아낌으로써 타판지 브리지(Tappan Zee Bridge) 데크는 

수십 가지 프로젝트에서 존재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주 전역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 및 강화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데크 패널은 우리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지사님의 노력에 기여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YSDOT)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패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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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멍 카운티의 Tom Santulli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Cuomo 주지사님께서 납세자들의 돈 수백 만 달러를 아끼는 동시에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려고 확실히 노력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판지 브리지(Tappan Zee Bridge) 

패널의 재사용은 우리 지역사회에 즉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략적 비전을 가지신 

주지사님과 뉴욕주에 감사드립니다.” 

 

먼로 카운티의 Cheryl Dinolfo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로 카운티는 

지역 납세자들을 더 잘 보호하는 소득세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혁신적 방법으로 



 

 

기존 자재를 재사용하고 목적을 변경하여 비용을 줄일 새 기회들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카운티는 패널을 배송 받았으며 우리는 이미 지역사회 전역에서 몇 가지 교통 및 보행자 

다리 프로젝트에 패널을 사용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작업에 이 패널을 사용할 기회를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카운티에 더 많은 

일자리와 투자 기회가 생기도록 해주신 뉴욕주에 감사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Steve Neuhaus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 타판지 

브리지(Tappan Zee Bridge) 패널의 목적 변경으로 납세자의 돈과 국민의 자원을 절약할 

것입니다. 지금 마운트 호프 타운에서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시기 적절하게 중요 

인프라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중요 횡단시설에 데킹 패널 세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다리의 목적을 변경하여 오렌지 카운티 인프라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Curt Crandall 앨러게니 카운티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판지 브리지(Tappan Zee 

Bridge) 목적 변경은 앨러게니 카운티 납세자들에게 커다란 이득입니다. 패널은 우리 

카운티가 비용 효과적으로 인프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혁신적인 계획을 

세워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에섹스 카운티 감독관 협의회 Randy Preston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프로젝트를 위해 다리 자재를 목적 변경 및 재사용하는 Cuomo 주지사님의 전략적 

계획은 우리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이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할 것입니다. 

앞서 생각하시고 지역 주도의 프로젝트를 위해 노력하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리빙스턴 카운티 감독관 협의회(Livingston County Board of Supervisors)의 David 

LeFeber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로 Cuomo 주지사님께서 주와 지방 

수준에서 어떻게 인프라를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하고 계시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타판지 브리지(Tappan Zee Bridge) 데크 패널의 목적 변경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혜택을 주며 지역 납세자들의 많은 돈을 절약할 것입니다.” 

 

와이오밍 카운티 감독관 협의회(Wyoming County Board of Supervisors)의 Douglas 

Berwanger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가 필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다리 데크 패널을 지역 프로젝트용으로 재사용하는 Cuomo 

주지사님의 계획으로 주민들의 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비전으로 

똑똑하고 비용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실행하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데크 패널에 더하여 재활용된 타판지 브리지(Tappan Zee Bridge) 자재는 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가 롱아일랜드 해안 인공 어초 

지대를 개발하는 것을 확장 및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5월 말, 구 다리에서 

나온 자재 중 세척된 강철 및 콘크리트 등 약 900톤의 자재가 시네콕 리프(Shinnecock 



 

 

Reef)에 추가되었습니다. 주 기관들은 올해 다리 자재를 실은 추가 바지선 33대를 여섯 

곳의 어초 지대로 배치하여 어초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해당 계획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 역사상 가장 큰 인공 어초 확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마리오 엠 쿠오모 주지사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건설에 대한 최신 

정보는 www.newnybridge.com 또는 트위터 @NewNYBridg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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