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0월 1일 일요일 구 코지우스코교(KOSCIUSZKO BRIDGE) 경간의 

활발한 철거 발표  

  

구 다리 교체에 8억 7,300만 달러 일부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0월 1일 오전 8시, 활발한 철거 작업을 통해 구 

코지우스코교(Kosciuszko Bridge) 경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본 작업은 8억 

7,300만 달러 코지우스코교(Kosciuszko Bridge) 프로젝트의 일부로써 78년 된 다리를 

최신식 사장교 두 개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정 관람 장소에서 다리 철거를 보고 싶은 

뉴욕 주민들은 9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까지 여기에서 추첨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이메일로 관람 장소 위치를 보내드립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지우스코교(Kosciuszko Bridge)는 뉴욕의 

업적으로, 뉴욕이 큰 도전에 부딪혀 많은 것을 해내고 교통 인프라를 활성화하며 경제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 코지우스코교(Kosciuszko 

Bridge) 접근 도로 경간 철거는 약 50년 만에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주요 다리를 

건설하는 또 하나의 획기적 사건입니다. 뉴욕주가 밝은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지역사회 관람 장소에서 철거 장면과 보트 투어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장소 규모는 제한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방송 관계자는 Press.RSVP@exec.ny.gov로 9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참석을 원하는 방송 관계자 

성명과 연락처 정보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uomo 주지사는 4월 새 코지우스코교의 첫 경간을 개방하여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착수한 프로젝트 중 가장 큰 5억 5,500만 달러 

규모의 단독 계약 프로젝트 첫 단계 완성을 축하했습니다. 퀸즈 방향 다리에는 이동 차선 

세 개가 있어 각각 브루클린- 퀸즈 고속도로(Brooklyn-Queens Expressway, BQE)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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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클린 방향 다리로 이어집니다. 3억 1,800만 달러 규모의 개별 2단계 계약으로 

브루클린 방향 두 번째 다리가 완성됩니다.  

  

일요일에 통제되는 철거로 두 번째 경간 건설 공간이 확보될 것입니다. 하청업체들은 

오래된 철골 지붕틀 경간을 철거하기 위하여 브루클린 및 퀸즈에서 “활발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중장비를 사용하여 철골 지붕틀을 해체 및 제거합니다.  

  

각 다리면에 10개씩 지붕틀은 총 20개가 있으며 3,100 피트의 길이입니다. 약 2,200만 

파운드 무게의 철을 접근 도로에서 떼어 고철로 재활용할 것입니다.  

  

뉴턴 크릭(Newton Creek)을 넘는 구 도로의 주요 경간은 7월 25일, 바지선 위에서 철거 

및 제거되었습니다.  

  

새 다리가 완성되면 퀸즈 방향의 다섯 개 이동 차선이 생기는데, 브루클린-퀸즈 

고속도로(BQE) 및 브루클린 방향 네 개 차선, 맨해튼의 장관을 볼 수 있는 20 피트 

넓이의 자전거 도로와 보도입니다. 매일 약 20만 명의 통근자가 새 다리를 이용할 

것입니다.  

  

코지우스교(Kosciuszko Bridge)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본래 프로젝트 

계획보다 4년 빠른 2019년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Cathy Calhoun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비전 덕분에 우리는 1964년에 

건설된 베라자노교(Verrazano Bridge) 이후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새 

코지우스교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오래된 다리의 접근로를 제거하고 두 번째 다리로 

나아갈 의미있는 단계입니다. 이로써 미래 세대의 교통 정체를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현재 43번 스트리트(43rd Street)와 로렐힐가(Laurel Hill Blvd) 사이 퀸즈 56번 로드(56th 

Rd), 미커 에비뉴(Meeker Avenue)와 체리 스트리트(Cherry Street) 사이 브루클린 

가드너 에비뉴(Gardner Avenue)가 통제됐으며 철거 일주일 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임시 거리 폐쇄(철거 지역 출입 금지 목적):  

  

브루클린:  

• 바릭 에비뉴(Varick Avenue) 롬바디 스트리트(Lombardy Street)  

• 밴더부트 에비뉴(Vandervoort Avenue) 체리 스트리트(Cherry Street)  

• 바릭 에비뉴(Varick Avenue) 미커 에비뉴(Meeker Avenue)  

• 미커 에비뉴(Meeker Avenue) 브리지워터 스트리트(Bridgewater Street)  

  



 

 

퀸즈:  

• 48번 스트리트(48th Street) 56번 로드(56th Road)  

• 46번 스트리트(46th Street) 54번 로드(54th Road)  

• 46번 스트리트(46th Street) 54번 에비뉴(54th Avenue)  

• 46번 스트리트(46th Street) 53번 에비뉴(53rd Avenue)  

  

다리 폭파 전 5분에서 10분 사이 브루클린-퀸즈 고속도로(BQE) 교통이 통제될 것입니다. 

폭파 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교통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루클린-퀸즈 

고속도로(BQE)가 통제되는 동안, 뉴욕시 경찰청(NYPD)은 다음과 같은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 단속반(Traffic Enforcement Agents, TEAs)을 이용하여 교통을 우회시킬 

계획입니다.  

• 동쪽 방향: 맥기네스가(McGuiness Blvd) 출구에서 그린포인트 에비뉴(Greenpoint 

Ave),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동쪽 방향 서비스 로드(LIE EB Service Road), 브루클린-퀸즈 

고속도로(BQE)까지  

• 서쪽 방향: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출구에서 그린포인트 에비뉴(Greenpoint 

Avenue), 맥기네스가(McGuiness Blvd), 브루클린-퀸즈 고속도로(BQE)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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