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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BRIAN CONYBEARE를 TAPPAN ZEE BRIDGE 담당 특별 고문으로 임명했음을 발표 
 

News 12의 전임 앵커가 Hudson Valley 커뮤니티, 지역내 사업체들 및 주지사 사무실 사이의 교섭자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Brian Conybeare를 Tappan Zee Bridge 담당 특별 고문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onybeare씨는   주지사의 고문으로서 Hudson Valley 주민들과 사업체들 
사이의 교섭자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Conybeare씨는 Hudson Valley에 전시간 
거주하면서 매일 매일 지역내 커뮤니티와 사업계 지도자들 사이의 회의를 진행할 것이며, Cuomo 
주지사가 최근에 Tappan Zee Bridge 프로젝트의 관리자로 임명한 Larry Schwartz 비서관과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Conybeare씨는  5십억 달러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경청하고 그에 대처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Tappan Zee Bridge 프로젝트와 관련된 10년 이상의 정체가 끝나고, 마침내 우리는 Hudson Valley를 
위한 새롭고 안전한 교량 건설을 위해 전진합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진을 계속하는 동안, Brian Conybeare는 본인의 행정부와 주민들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 사이에서 
교섭 활동을 담당할 것입니다. Conybeare씨는  뛰어난 언론계 경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복합적인 프로젝트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친숙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들에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고, 우려사항들이 적절히 
해결되도록 분명히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Hudson Valley의 모든 주민들에게 유익한 다리를 
건설할 것입니다.” 
 
Conybeare씨는  “이 중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지사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Tappan Zee Bridge는 Cuomo 주지사가 이끌어가는 뉴욕주의 노동력 및 혁신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지사 및 보좌관 팀과 함께 협조하여 다리가 투명하고 포괄적인 
절차를 통해 건설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명이 있기 전에, Conybeare씨는  News 12 Evening Edition 앵커로 활약했습니다. 또한 주간 
정치 대담 쇼인 “뉴스메이커(Newsmakers)”의 공동 앵커의 역할도 담당했으며, 동 스테이션의 지역 
선거 토론 및 실황 타운 회의 진행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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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ybeare씨는  수상 경력이 있는 보도자로서, 최근에는 파킹 티켓 사기에 관한 “임대 사취(Rental 
Rip-off)”라는 독점 취재 프로그램으로 인해2011년 뉴욕 에미상(Emmy Award)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9년에는, 미국 전문기자협회(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가 수상하는 전국 
부문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Yonkers Raceway Casino의 판촉 부서 부패에 관한 그의 개척적인 
보도는 직접적으로 형사 조사 및 3건의 검거를 초래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 보도로 인해 미국 
전문기자협회의 유명한 Sigma Delta Chi Award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기타 2개의 뉴욕 
Emmys, 5개의 Edward R. Murrow 지역상 및 5개의 뉴욕New York Associated Press Broadcast 통신사 
방송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Conybeare씨는   미시건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서 통신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언론학 및 대중 통신학 석사 학위을 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Eastchester에서 부인 Janna 그리고 4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0년간의 지체가 끝나고,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힘입어 마침내 Tappan Zee Bridge의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욱 안전하고 대중 교통에 대비한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4만5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주지사실이 파견한 
대리인들이 지역 커뮤니티들에서 건설 계획에 관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며, 프로젝트에 대한 
논평을 접수할 것입니다. Conybeare씨의  임명은 주지사, 지역내 사업 대표들 및 Hudson Valley 
커뮤니티 주민들 사이의 대화와 논평을 더 한층 촉진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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