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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8월 8일 

CUOMO 주지사 수백명의 HUDSON VALLEY 지도자들의 TAPPAN ZEE 프로젝트 지지를 위한 모임에 
대해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Tappan Zee를 교체하기 위해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현재 
계획에 대해 연방, 주 및 카운티 입법부 의원들을 비롯해 기타 전직 및 현직 선출 공무원들과 
커뮤니티 및 업계 리더들의 광범위한 지지가 계속되고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오늘 밤에 열린 
Build the Bridge Now NY(뉴욕 다리 건설 추진) 연합이 지원하는 행사에 수백명의 Hudson Valley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전화를 통해 이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 걸쳐 압도적인 숫자로 양당 모두에서 정치적으로 다양한 타입의 선출 공무원과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Tappan Zee를 교체하는 새로운 다리의 건설이 뉴욕주를 위해 그리고 전 
지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이라고 분명한 목소리로 발언을 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운전자들은 통근자들의 버스 옵션을 지원하고 안전하며 서비스가 개선된 
새로운 다리를 이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착수를 돕기 위해 함께 뭉친 Build 
the Bridge Now NY 연합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밤 Armonk에서 열린 Build the Bridge Now NY 행사에서 다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발표한 관리들입니다: 
 

연방 하원의원 Nita Lowey 
연방 하원의원 Nan Hayworth 
주 상원의원 David Carlucci 
주 상원의원 Ruth Hassell-Thompson 
주 상원의원 Jeff Klein 
주 하원의원 Sandra Galef 
주 하원의원 Robert Castelli 
주 하원의원 George Latimer 
주 하원의원 Amy Paulin 
주 하원의원 Ken Zebrowski 
시장 Michael Spano  
시장 Thomas 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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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Ernie Davis 
시장 Noam Bramson  
시장 William Hanauer  
시장 Michael Cindrich  
시장 Ed Hotchkiss  
시장 Kenneth Wray  
시장 Dagan Lacorte  
Westchester 카운티 입법위원회 회장 Ken Jenkins  
카운티 서기 Tim Idoni 
카운티 서기 Paul Piperato 
카운티 입법부 의원 Katherine Borgia 
카운티 입법부 의원 Chris Carey 
카운티 입법부 의원 Michael Kaplowitz  
카운티 입법부 의원 Bill Ryan 
카운티 입법부 의원 Mary Jane Shimsky  
카운티 입법부 의원 Alfreda Williams  
Yonkers 시의회 의장 Chuck Lesnik  
시의원 David Buchwald  
시의원 Frank Borelli  
시의원 Stephanie Hausner  
시의원 George Hoehmann  
전직 Westchester 카운티 행정장 Al DelBello 
전직 Westchester 카운티 행정장 Andy O’Rourke 
전직 Westchester 카운티 입법부 의원 Paul Noto 
감독관 Howard Phillips  
감독관 Chris St. Lawrence 
감독관 Howard Arden 
전직 주지사 비서관 John Cahill 
 

뉴요커들은 웹사이트  www.NewNYBridge.com에서 또는 855-TZBRIDGE(855-8927-434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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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