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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PEACE 브리지에서브리지에서브리지에서브리지에서 트럭트럭트럭트럭 사전사전사전사전 검사검사검사검사 실시실시실시실시 발표발표발표발표 

 

전국에서전국에서전국에서전국에서 두두두두 번째로번째로번째로번째로 가장가장가장가장 붐비는붐비는붐비는붐비는 북쪽북쪽북쪽북쪽 국경국경국경국경 건널목에서의건널목에서의건널목에서의건널목에서의 교통교통교통교통 체증을체증을체증을체증을 줄이고줄이고줄이고줄이고, 재화의재화의재화의재화의 흐름을흐름을흐름을흐름을 

개선하여개선하여개선하여개선하여 경제경제경제경제 활동을활동을활동을활동을 증진하기증진하기증진하기증진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상용트럭의상용트럭의상용트럭의상용트럭의 검사검사검사검사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미국-캐나다 국경에서 두 번째로 가장 붐비는 건널목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Fort Erie Ontario의 Peace Bridge에서 상용 차량 사전 검사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최소 6개월간 시행될 것이지만 결국 영구화되어 

모든 초기 검사를 캐나다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 십년의 장애와 지연 후에 오늘의 발표는 Peace Bridge 개선에 대한 오랜 이야기를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상식적 전진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교량 양측의 

주민들을 위한 윈윈으로서 국경을 더 신속하게 건널 수 있어서 혼잡과 공해를 줄이고, 이웃 

지역사회의 교통 흐름과 건강을 개선할 것입니다.” 

 

Cuomo 지사는 미국 국토보안부(DHS)의 Janet Napolitano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럭의 사전 

검사를 위한 양국 조율 계획을 소개하면서 상용 차량과 운전자들이 매일 겪는 지체와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미국 세관 플라자의 지리적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기술 주도적인 국경 관리 솔루션의 적용 가능성 및 국경의 캐나다측에 

있는 상당한 처리 공간의 가용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DHS는 “Beyond the Border Accord”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사전검사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단 두개 교량 중 하나로 Peace 

Bridge를 선정하였습니다. 

 

Napolitano장관에게 보낸 Cuomo 지사의 서한은 다음 주소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SecNapolitanoPeaceBridgeletter6-28-12.pdf 

 

상용 차량 사전검사는 차량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서류 절차 및 일차 검사를 개시함으로써 

상용차량에 대한 세관 절차를 유선화합니다. 상기 절차로 인해서 미국측에서 여유 공간이 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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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세관 플라자는 버팔로시에 위치해 있으며 국경 지역에서의 물품 및 사람의 이동이 더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 전에는 모든 트럭의 100%가 미국측 국경에서 혼잡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했기 

때문에 트럭이 공회전함으로써 공기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상업을 방해하며 교량을 넘어 

캐나다 안으로 교통이 밀렸습니다. 시범 프로그램 후에 사전검사가 완전히 실시되면 트럭의 90%가 

캐나다 쪽에서 완전히 통관될 수 있어서 미국쪽에서는 약 10%만 추가 심사가 요구될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오랫동안 튼튼한 양국 파트너십을 향유해 왔는데 Beyond the Border 협정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라고 하원 국토보안 북국경 코커스 위원회 위원인 Brian Higgins 하원의원(NY-

26)이 말했습니다. “사전검사는 제1단계에서 성공을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더욱 효율적인 재화의 

흐름을 촉진하고 환경적 이점을 제공하며 교량을 건너는 모두를 위해 혼잡을 줄일 것입니다. 더욱 

예측 가능한 국경은 이미 깊이 연결된 서부 뉴욕주와 남부 온타리오주의 경제를 성장시켜 교량 

양쪽의 일자리와 비즈니스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버팔로 포트이리 공공교량청 부청장 Sam Hoy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전 심사 절차를 

국경의 캐나다측으로 옮기는 것은 미국측의 새 Peace Bridge 플라자가 설계 과정에서 더 큰 

융통성을 가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Cuomo 지사님이 강력하게 옹호한 이 “Beyond the Border 

Accord” 이니셔티브로 인해 미국으로 재화를 운송하는 트럭, Sabres 또는 Bills 게임으로 향하거나 

쇼핑 또는 뉴욕주 식당에서 식사하기 원하는 관광객 및 방문객들을 위해 지체가 줄어들 것입니다. 

국경 양측의 업소들 사이 상업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주 상원의원 Mark Grisant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Peace 브리지는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교량에서 상용차량 사전검사 시범 프로그램은 상용차량 및 재화뿐만 

아니라 통근자와 관광객의 더욱 용이한 통과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지역을 위해 이 

시범 프로그램을 확보하신 Cuomo 지사와 우리의 연방 및 지역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Sean Ryan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Peace Bridge에서 사전검사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버팔로와 모든 서부 뉴욕주 지역을 위한 큰 전진입니다. 이 중요한 이슈에서 지칠 줄 

모르고 옹호해 주신 상원의원 Schumer, 하원의원 Higgins 및 Cuomo 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을 

국경 너머로 효율적으로 흐르게 하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상업에 필수적인데, 본인은 이 

사전검사 시범 프로그램이 우리 북쪽 국경을 따라 큰 진보를 이끌 것으로 확신합니다.” 

 

Byron Brown 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경 경험은 사람과 제품의 흐름을 극대화하고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경제 활동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모든 트럭의 일차 검사를 영구히 온타리오로 이전하여 이 

붐비는 국경 건널목에서 재화의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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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Bridge 관련 정보: 

 

양국이 운영하고 있는 Buffalo and Fort Erie Public Bridge Authority는 1933년 이후로 평화의 다리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1927년에 개통된 이 다리는 Ontario 주 Fort Erie와 New York 주 Buffalo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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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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