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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최초의 TAPPAN ZEE BRIDGE 커뮤니티 미팅에서 새 웹사이트와 무료 전화번호를 개시  

미팅 프리젠테이션에는 FEIS 사전 검토 및 새 교량 건설 상세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Tappan Zee Bridge 프로젝트를 위한 새 
웹사이트인 www.NewNYBridge.com과 무료 전화번호 855 TZBRIDGE를 개시하였습니다. 뉴요커들은 
이들을 통해 본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과 관심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행정부 
요원들도 오늘의 Westchester 업무 브리핑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였습니다. 이 브리핑은 White 
Plains 소재 Westchester 비즈니스 협의회가 주최하였으며 최종환경 영향평가(FEIS) 및 주지사의 새 
교량 건설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행정부 관리들은 오늘 오후에 
Purchase에서 커뮤니티 미팅을 주최하여 유사한 프리젠테이션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미팅은 뉴욕주의 장래를 위해 더 새롭고 튼튼한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절차의 
필수 부분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새 웹사이트와 무료 전화번호는 본인의 
행정부가 뉴요커들의 질문과 관심사항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최종 환경 
영향 평가서는 십년의 지체 후에 우리가 새 교량 건설을 향해 진짜로 전진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같이 협력함에 따라 Hudson Valley 
주민들 및 업체들의 의견을 듣기 원합니다.”  

새 웹사이트 www.NewNYBridge.com은 커뮤니티 미팅 동영상, Tappan Zee Bridge에 대해 지난 10년 
간에 작성된 모든 문서의 데이터베이스 및 뉴요커들이 본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과 관심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페이지를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Hudson Valley 주민들은 @NewNYBridge의 
트위터에서 우리를 팔로우하여 Tappan Zee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초안(DEIS)이 1월에 발표된 이래 주정부는 1,1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3,000건의 코멘트를 검토 및 응답하며, 더 많은 피드백을 받기 위해 코멘트 기간을 
45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뉴요커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FEIS는 다음 
주에 발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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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지사의 행정부 요원들은 Hudson Valley 커뮤니티의 지속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정부는 새 교량의 일반 설계 기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위해 특별 설계 패널을 선임할 것입니다.  

Cuomo 지사는 또한 전 News 12 앵커인 Brian Conybeare를 Tappan Zee Bridge를 위한 특별고문직에 
선임하였습니다. Conybeare씨는  주지사를 위해 Hudson Valley 주민들과 사업체들 사이의 연락자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Conybeare씨는 Hudson Valley에 전시간 거주하면서 지역내 
커뮤니티 및 업체 리더들 사이의 일일 미팅을 수행할 것이며, Cuomo 주지사가 최근에 Tappan Zee 
Bridge 프로젝트의 감독으로 임명한 Larry Schwartz 비서관과 협력할 것입니다. Conybeare씨는  
50억 달러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경청되고 해소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10년간의 지체 후에 Cuomo 지사의 리더십에 힘입어 마침내 Tappan Zee Bridge의 교체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욱 안전하고 대중 교통에 대비한 새 교량을 건설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4만 5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지사실의 요원들이 지역 커뮤니티에 
건설 계획에 관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며,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접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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