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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더치스 카운티의 320만 달러 규모 솔트 포인트 턴파이크 브리지의 완공 

발표  

  

프로젝트에는 타코닉 스테이트 파크웨이까지 주요 연결로를 따라 안전과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와핀저 크릭의 새로운 다리가 포함  

  

여기에서 사진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더치스 카운티 플레전트 밸리(Pleasant Valley) 타운의 

와핀저 크릭(Wappinger Creek)에 있는 솔트 포인트 턴파이크 브리지(Salt Point Turnpike 

Bridge) 교량 교체가 포함된 32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접한 지하 배수로의 교체가 포함된 이 다리는 안전을 향상하고 115번 주도(State 

Route 115)로 알려진 주요 도로를 따라 이동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이 다리는 타코닉 

스테이트 파크웨이(Taconic State Parkway)와 포킵시 시 사이를 이동하는 운전자들이 

이용합니다. 새로운 교량은 이전 구조물보다 넓으며 이 지역을 통과하는 물의 흐름을 

개선하여 수로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지하 배수로가 있습니다. 약 42마일에 

달하는 와핀저 크릭은 더치스 카운티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 있는 가장 긴 시내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에 강력한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위해 도로와 교량을 현대화하면서 

프로젝트가 안전, 경제 및 환경을 모두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교량은 운전자와 사업자에게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와핀저 크릭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수로의 건강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는 지속 가능한 

21세기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고 미래의 뉴욕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전역의 

자동차 운전자의 여행 조건을 개선하고 중요한 수로와 주변 생태계의 건강과 탄력성을 

촉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낫게 복원하는 사례입니다."  

  

새로운 교량에는 현장식 교량 데크가 있는 금속화된 강철 대들보가 있습니다. 새로운 

구조는 2개의 4피트 갓길이 추가되어 이전의 폭보다 넓습니다. 새로운 조명과 장식적인 

미적 장벽도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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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봄에 시작된 320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근 히버니아 로드(Hibernia 

Road) 교차로와 솔트 포인트 턴파이크가 재구성되어 시거리를 개선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전통적인 "T"형 교차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Susan Seri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인프라 개선은 오랫동안 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으며, 모든 수준에서의 헌신적인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안전을 개선하고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긴 여정이 될 것이며, 우리 지역사회는 새로운 

다리를 현실로 만드는 주정부의 파트너십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Didi Barret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솔트 포인트 턴파이크 

브리지의 완성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이 더 넓어진 통근 경로 차선은 운전자 안전을 

증진하고 새로 설치된 지하 배수로는 와핀저 크릭의 보호 장치 역할을 합니다. 시내, 

지역사회 및 특히 그림 같은 교외 도로의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이러한 개선에 대해 

주지사와 교통부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운전자는 작업 구역에서 속도를 늦추고 책임감있게 운전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작업 

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작업 구역 내에서 2회 이상 과속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신 이동 정보가 필요하시면 511에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www.511NY.org 를 방문, 

혹은 무료 511NY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트위터에서 뉴욕주 교통부 팔로우: @NYSDOT 및 @NYSDOTHV. 페이스북(Facebook) 

facebook.com/NYSDOT에서 뉴욕주 교통부를 찾아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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