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 배포용: 2012년 8월 5일 

 
CUOMO 주지사 TAPPAN ZEE BRIDGE를 교체하는 새로운 다리 건설에 대한 지지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Al Del Bello, Andrew O’Rourke 및 Andy Spano와 같은 3명의 전직 
Westchester 카운티  행정장들을 비롯해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지역내 통근자들의 현재 다리 건설 
계획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통근자들이 새롭고 대중 교통이 준비된 다리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할 통행료는 낡은 Tappan Zee 
Bridge의 수리를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과 거의 같으며, 수리를 하다라도 여전히 위험하고, 교통이 
정체되고, 대중 교통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선택의 여부는 명백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같은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통 
정체를 감소하며, 이 지역에 실직적인 교통 옵션을 제공할 새롭고 향상된 다리를 건설할 때가 
되었습니다.” 
 
“비용을 계산해 보면, 선택의 여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을 위한 향상된 다리 건설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일반 통근자들에게 있어서 오래되고 낡은 다리를 계속 
유지하는 비용과 새롭고 향상된 다리를 건설하는 비용과의 차이는 1달러 정도입니다. 낡은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 다량의 금액을 낭비해 왔으므로, 마침내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100년 동안 사용 
가능한 새롭고 안전한 다리의 건설에 투자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Al Del Bello 카운티 
행정장은 말했습니다. 
 
“위험하고 쇠약한 Tappan Zee Bridge를 교체하기 위해 새로운 다리를 건설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통행료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낡은 다리의 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보다, 새롭고 향상된 다리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명백히 현명하고 책임있는 옵션이며, 
일반 통근자의 경우 1달러 20센트의 비용 만이 추가됩니다. 우리 지역에 100년 동안의 서비스를 
제공할 새롭고 대중 교통이 준비된 다리를 건설하는 Cuomo 주지사의 계획을 지지합니다”라고 
Andy O’Rourke 카운티 행정장은 말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새로운 다리의 건설 가능성이 실현 단계에 가까워 지면서, 당면한 선택 여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일반 통근자는 낡고 헐은 다리의 수리를 위해 보다 많은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대중 교통 시스템을 위해 감당하기 힘든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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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차량의 진입로 및 버스 전용 차선을 갖춘 새롭고 안전하며 대중 교통이 준비된 다리 건설을 
위해 8달러 40센트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대중들이 당면한 옵션들이고, 본인의 경우 
선택의 여부는 명백하며, 우리는 낡고 헐은 다리의 수리를 위해 돈을 낭비하는 대신 새로운 다리 
건설을 위해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Andy Spano 카운티 행정장은 말했습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우리 지역을 위한 명백한 최선의 옵션은 안전하고, 교통 정체를 감소하며, 버스 
전용 차선과 함께 대중 교통 준비를 갖추고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 수천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새로운 다리의 건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다리가 필요하고 바로 지금 필요하며 
주지사의 그러한 다리 건설 계획을 자랑스럽게 지지합니다”라고 David Carlucci 상원의원은 
말했습니다. 
 
“낡은 Tappan Zee Bridge를 당장 교체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마침내 Cuomo 
주지사는 통근자들에게 새로운 다리 건설에 대한 현명하고 책임있는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8달러 
40센트의 일반 통근자 통행료 옵션은 통근자들을 위한 올바른 옵션이며, 특히 교통 지옥과도 같은 
낡은 다리의 수리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보다 1달러 정도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통근자 할인 방침을 유지함으로써, 주지사는 우리 커뮤니티가 새롭고 향상된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부담 없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라고 Steve Gold는 말했습니다. 
 
뉴요커들은 웹사이트  www.NewNYBridge.com에서 또는 855-TZBRIDGE로 전화하여 통행료 옵션을 
알아보고 이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 및 우려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또한 
커뮤니티 회의에 관한 비디오 및 지난 10년 동안 작성된 Tappan Zee Bridge에 관한 모든 문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Tappan Zee 프로젝트를 위한 Twitter 계정이 설정되었으며, 
뉴요커들은 @NewNYBridge를 따라 갱신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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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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