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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툴리의 80번 도로 위의 81번 주간 고속도로 (I-81) 교량 완료 발표 

 

주요 주간 고속도로 경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논다가 카운티 툴리 타운의 80번 도로 위에서 

81번 주간 고속도로를 북쪽방향과 남쪽 방향으로 연결하는 교량들을 교체하는 8백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센트럴 뉴욕 교통망의 중요 구간을 

강화하고, 앞으로 수년 동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로를 반드시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지원하여 모든 이를 위해 더욱 강한 뉴욕주를 만드는 우리 인프라에 

현명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 별도의 북쪽 방향 교량과 남쪽 방향 교량은 완전히 교체되었습니다. 양 교량은 현재 

더욱 넓어졌으며, 폭 12 피트의 2차선, 폭 6 피트의 왼쪽 갓길, 폭 10 피트의 오른쪽 

갓길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이 시공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각 방향으로 인도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사소한 업그레이드가 80번 

도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Cuomo 주지사의 Drivers First 정책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 중 교통량을 분산하도록 중앙 분리대에 임시 교량이 

건설되었습니다. 

 

Matthew J. Driscoll 뉴욕주 교통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량 교체 프로젝트는 통근자와 여가 및 상업 

교통량을 지원하는 I-81 회랑도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를 복원합니다. 

뉴욕주의 도로와 교량을 개선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공약은 안전성을 강화하고 

센트럴 뉴욕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사소한 갓길 재건 작업과 현장 정리 뿐만 아니라 임시 교량과 그 하부 구조 및 중앙 

분리대 교차로를 제거하는 작업들이 남아있습니다. 모든 작업은 11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John Katk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교량 프로젝트가 거의 



완료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의 지역 인프라를 훌륭하게 수리해서 

유지하는 것은 경제 성장, 안전성, 삶의 질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David J. Valesk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교통 인프라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은 운전자의 안전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우리 지역 건설 파트너들인 Crane Hogan과 Laborers Local 

633의 훌륭한 시공 작업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Al Stirp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을 일터로 복귀시키며, 지역 기업, 농장, 제조업체가 시장에 그들의 

제품을 출하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새로운 교량의 완료는 툴리 주민들과 이 중요한 회랑 

도로를 이용하는 센트럴 뉴욕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지사님과 교통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논다가 카운티 임원 Joanie Mahon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동 시간을 줄이고 상업 

및 통근자들을 위한 연결성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센트럴 뉴욕의 교통망을 개선시키기 위한 Cuomo 주지사님 공약의 또 하나의 

좋은 사례입니다.” 

 

이 설계시공일괄 프로젝트의 건설 하도급업체는 먼로 카운티, 스펜서포트 소재의 Crane 

Hogan입니다. 공사는 지난 가을에 개시되었습니다. 

 

뉴욕주 DOT 페이스북 facebook.com/NYSDOT을 방문해 주십시오. @NYSDOT 

트위터에서 팔로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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