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노후된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의 발파 

해체(ENERGETIC FELLING) 작업에 대해 발표  

  

컨트롤드 데몰리션 주식회사,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빠른 방법으로 노후된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철거  

  

뉴욕시 사상 최초로 폭발물을 이용하여 주요 교량을 발파 해체  

  

(i) 교량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944 군데의 선형 성형 화약, (ii) 강철을 약화시키고 강재를 

절단하기 위해 통제된 양의 화약만 사용하여 강재 구조물 지지대를 1,600 군데 넘게 절단  

  

최소한의 먼지만 발생하고 날아가는 파편이 거의 없이 온전히 떨어지게 하여 총 길이 

3,100 피트 또는 약 2/3 마일에 해당하는 강재 트러스 스팬 20개 해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루클린과 퀸즈 양쪽 모두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된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의 발파 해체(energetic felling) 작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파 해체(energetic felling) 작업은 주변 지역사회에 가장 피해를 덜 

끼치면서 노후 교량을 철거하는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선정된 철거 방법입니다. 본 해체 작업은 78년 된 다리를 최신식 사장교 두 개로 

교체하는 8억 7,300만 달러 규모의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이 해체 작업은 뉴욕시에서 사상 최초로 주요 교량 인프라를 폭발물을 

사용하여 내부 붕괴시켜 철거하는 작업입니다. 이 새로운 최첨단 이중 경간 구조의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의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래 

프로젝트 일정보다 4년 앞선 2019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 간의 침체로 인해 야심이 꺽인 후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크고 훌륭한 건설 공사를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예정에 앞서 새로운 교량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노후 교량의 발파 

해체(energetic felling) 작업은 미래를 위한 새롭고 인상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우리의 

새로워진 결심을 보여줍니다. 이 새로운 사장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민자 세대를 

환영하며 맞이해 왔던 두 곳의 자치구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기념비와 같은 교량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 4월 새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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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클린 방향 다리로 이어집니다. 

3억 1,800만 달러 규모의 개별 2단계 계약으로 브루클린 방향 두 번째 다리가 

완성됩니다. 새로운 교량이 완공될 경우, 브루클린-퀸즈 고속도로(BQE)의 퀸즈 

방향으로 다섯 개 이동 차선, 브루클린 방향으로 네 개 이동 차선, 총 아홉 개의 차선이 

생깁니다. 또한, 맨해튼의 장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20 피트 너비의 다목적 트레일이 

생길 예정입니다. 매일 약 20만 명의 통근자가 새 다리를 이용할 것입니다.  

  

발파 해체(energetic felling) 작업 과정은 교량 주요 구조물의 지지 부재를 격리하여 강재 

트러스가 아래의 준비된 낙하 장소에 떨어질 수 있도록 선형으로 절단합니다. 이 

낙하시키는 작업은 몇 초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접한 건물과 새로운 교량을 이동 

중인 차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 쪽으로 10 개, 퀸즈 쪽으로 10 개, 총 20 개의 강재 트러스 스팬이 

떨어졌습니다. 총 길이는 3,100 피트, 약 2/3 마일입니다. 브루클린 쪽과 퀸즈 쪽에서 

얻은 총 2,200만 파운드의 철강은 고철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강재 트러스는 메인 스팬 타워 근처 30 피트 이상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함께 곧장 

떨어졌습니다. 이 브리지 상판 위의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 및 아스팔트 오버레이를 

제거하는 작업 외에도, 도급업체는 스팬의 무게를 줄이고 강재 트러스가 떨어지면서 

완충 지형에 부딪힐 때 생기는 진동을 줄이기 위해 여러 스팬 위의 강재 그리드 상판 

콘크리트에도 타격을 가했습니다. 진동을 분석할 때 진동 효과가 무시될 수 있게 낙하 

시에 진동이 흡수되도록 필요에 따라 완충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한 주변 환경과 

인접한 새로운 교량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완충 지형은 15 ~ 25 피트 

높이가 되도록 재활용 콘크리트 또는 토양을 이용하여 구성합니다. 이 지형 자체는 

해체된 트러스의 하단 줄을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는 충격을 

받은 후에 잘못된 방향인 샛길로 튕겨 나가지 않습니다.  

  

컨트롤드 데몰리션 주식회사(Controlled Demolition, Inc.)는 선형 성형 화약을 일차 강재 

절삭 화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배치된 극히 소량의 폭발성 성형 화약은 각 

스팬을 절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 스팬 당 화약 약 12 파운드 정도만 사용됩니다. 노후 

교량의 총 944 군데에 화약이 배치되었습니다. 폭발물 제조업체는 제안된 폭발물을 

사용하여, 폭발 시 유해한 화학 부산물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최소한의 폭발물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폭발물을 사용하더라도 교량이 폭파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폭발물은 중력에 따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과 수술 

도구처럼 주요 강철 연결 부위에 전략적으로 배치됩니다.  

  



 

 

강철을 약화시키고 강재를 절단하여 트러스 스팬들이 떨어지는 데 최소한의 화약만 

사용하기 위해 트러스 줄, 수평재, 강풍 버팀대 등을 포함하여 강재 구조물 지지대들이 

1,600 군데 넘게 절단될 것입니다.  

  

이 해체 과정은 뉴욕시 소방서(New York City Fire Department, FDNY) 규약 및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규약을 포함하여 

뉴욕의 모든 규약을 준수합니다. 이 통제된 철거 작업 덕분에 최소한의 먼지만 발생하고 

날아다니는 파편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건물 파열로 

인해 건물의 중앙부가 붕괴되고 그 후에 건물 구조물들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부서지기 

때문에 먼지가 발생합니다.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의 기존 어프로치 

스팬들은 부서지지 않고 온전히 유지된 상태로 떨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기는 

오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뉴턴 크릭(Newton Creek)을 넘는 구 도로의 주요 경간은 7월 

25일, 바지선 위에서 철거 및 제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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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olyn B. Malon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된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의 마지막 남은 부분인 오래 살아남은 스팬에게 우리가 작별 

인사를 전할 때 Cuomo 주지사님과 조우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 노후 교량을 

교체하기 위해 연방 정부 기금에서 6억 7,000만 달러를 지원해 준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 주민들이 9 차선 주행 

도로, 새로운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 도로와 새로운 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교량에 곧 연결될 이 새로운 최첨단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 주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후 교량이 사라지는 것이 

아쉽지 않습니다.”  

  

Martin Malave Dil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파 

해체(energetic felling) 작업으로 우리는 상업을 발전시키고 이 도시의 교통 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완전히 가동 준비가 갖추어진 현대적인 구조물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뉴욕 전 지역의 프로젝트들을 변함없이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Joseph R. Lento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 교량을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다시 한 번 Kosciuszko 소장님과 폴란드 

공동체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간은 이미 우리의 스카이라인을 수놓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경간 공사를 완성하는 데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지역사회를 대표하여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Maritza Davila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는 뉴욕을 위대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상징입니다. 오늘의 

발파 해체(energetic felling) 작업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만들어 가기 위한 또 

하나의 단계입니다. 이 교량 건설에 대한 단호한 리더십과 역사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퀸즈 자치구의 Melinda Katz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파 

해체(energetic felling) 작업은 한때 노후 교량이 서 있던 자리에 짓게 될 새로운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의 두 번째 경간을 위한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의 두 자치구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뉴욕을 전국적인 

혁신 리더로 생생히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역할도 하는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의 완공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뉴욕시 의회 다수당의 Jimmy Van Bramer 원내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교체 공사는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 지역에서 현대적인 

공공 건축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왔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 노후된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의 철거를 축하드립니다. 이는 브루클린-퀸즈 

고속도로(BQE)를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뉴욕시 의회의 Elizabeth Crowley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파 

해체(energetic felling) 작업은 이 교량의 전성기를 훨씬 뛰어넘는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새로운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향해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전속력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21세기에 걸맞는 뉴욕의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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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도 방문해 주세요: facebook.com/NYS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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