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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4월 1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지역지역지역지역 정부들이정부들이정부들이정부들이 도로를도로를도로를도로를 수리하기수리하기수리하기수리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40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지자체들이지자체들이지자체들이지자체들이 파손을파손을파손을파손을 복구하여복구하여복구하여복구하여 교통교통교통교통 인프라를인프라를인프라를인프라를 개선하도록개선하도록개선하도록개선하도록 돕는돕는돕는돕는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금년의 예외적으로 가혹한 겨울 후에 지역 정부들이 하이웨이와 

교량에 필요한 수리를 하도록 돕기 위한 주 교부금 4000만 달러를 발표하였습니다. 2014-15 제정 

예산의 일부로 통과된 이 교부금은 지역 교통 인프라를 위한 기존 주정부 지원 4억 3800만 달러를 

보충하는 특별한 1회성 배정입니다. 모든 카운티, 시, 타운, 빌리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지난 겨울은 뉴욕주의 인프라에 타격을 가하였지만 주정부는 운전자들을 위해 우리 도로와 

교량이 적절하게 수리되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를 지자체들이 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교부금으로 지역 정부들이 미래의 겨울을 위해 

인프라를 튼튼하게 하여 뉴욕주를 모두를 위해 더 안전하고 탄력있게 만들 것입니다.” 

 

2013-14 겨울철은 특히 가혹하여 Cuomo 지사는 8번이나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빈번한 제설기 

운행과 끔찍하게 추운 온도로 인해 많은 지역 도로와 교량의 포장면이 손상을 겪었습니다. 

지자체는 인프라를 수리 및 개선하고 핵심 건설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한 자본 프로젝트에 이 

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더 오래 지속되는 도로 표면처리 

및 덧쉬우기 프로젝트가 적격 경비입니다.  

 

하원의장 Sheldon Silv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것이 도로와 교량이든 대중교통 

시스템이든 우리 지역정부들의 교통 인프라에 필요한 투자를 하겠다는 주정부의 집념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부금 투입은 우리의 경제와 통행 대중의 안전에 중요합니다. 또한 이 교부금은 

거리와 도로를 정비하고 금년의 극히 가혹한 겨울 날씨가 야기한 광범위한 수리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자금을 지자체에 제공합니다.” 

 

상원의원 Joe Robac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과거 겨울철에 비해 수 많은 선거구민, 

업소 및 기타 공무원들로부터 공공 도로의 마멸에 대한 걱정을 들었습니다. 이 추가 자금은 도로 

수리 예산을 수립할 때 지역정부가 느낄 부담을 완화할 것이며 특히 주민들이 매일 안전한 도로에 

그렇게 의존하는 Upstate 정부들을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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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겨울 회복을 위한 이 자본 교부금은 지역 자본 교통 보조금을 위한 기존 공식(통합적 지역 

도로 및 하이웨이 개선 프로그램, 즉 CHIPS)에 따라 배정될 것입니다. 카운티별 극한 날씨 복구 자본 

교부금 배정액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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