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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주지사, TAPPAN ZEE를 교체할 새로운 교각에 대한 ROCKLAND와  WESTCHESTER 
입법위원의 전폭적인 지원 발표 

 
Andrew M.  Cuomo주지사는 오늘  Tappan Zee를 대체할 새로운 교각 건설을 위한 현재 계획에 
대하여 Westchester와 Rockland 카운티의 주 및 카운티 입법위원과 다른 관계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Cuomo주지사는 “새로운 교각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Westchester와 Rockland 전역에 걸쳐 더욱 더 많은 관계자들이 Tappan Zee를 교체하기 
위한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교각은 더 안전하고 덜 혼잡할 것이며 교각을 
개통하는 날부터 통근버스 전용 차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로 해당 
지역에서 수 천 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동안 지켜지지 못한 약속과 관료적인 정체를 지켜본 저는 Cuomo주지사의 Tappan Zee를 
새로운 교각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지지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 안전하고 덜 혼잡한 교각을 
건설할 것이며 대중 교통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며 아직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45000명의 직업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합시다”라고 Ruth Hassell-
Thompson 상원위원은 이야기 했습니다. 
 
“10년 이상 지지부진하게 이어져온 논의 끝에 이제는 우리지역의 오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오래된 교각에 수 십 억 달러를 허비하는 것보다는 Cuomo 주지사의 더 
실용적이고 안전하고 수송을 해결하기 위한 교각을 설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라고 
상원의원인 Jeff Klein씨는 말했습니다. 
 
“Cuomo주지사의 Tappan Zee교각에 대한 계획은 우리 지역의 엄청난 경제적인 부양책입니다. 이 
새로운 교각을 설립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 팀의 발표에서는 개통하는 첫날부터 통행할 준비가 된 최첨단의 교각을 설립하면서 지역의 
오랜 기간의 통행 문제에 대한 확실한 기여를 보여줄 것입니다.  본인은 주지사의 새로운 교각에 
대한 계획을 자랑스럽게 지지합니다.”라고 주상원위원 William J. Larkin, Jr.씨는 말했습니다. 
 



Korean 

“지금 Tappan Zee교각을 대체하기 위한 Cuomo주지사의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된 교각에 수 십 억 달러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운전자에게 더 넓고 더 안전하며 대중 교통을 
위한 옵션이 있는 큰 교각에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지금 연기를 
한다면 더 앞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라고 주상원위원 Suzi Oppenheimer씨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며 주지사의 Tappan 
Zee교각의 교체 계획은 다음 세기까지 이 지역의 교통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더 안전하고 덜 혼잡하며 향후 이 지역의 교통 수요를 해결할 준비된 교각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주상원의원 Andrea Stewart-Cousins씨는 이야기 했습니다.  
 
“Tappan Zee 통근자에게 가장 큰 희소식은 Cuomo 주지사의 새롭고 안전한 교각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실행하여 개통 첫날부터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하고 향후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대중교통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교각 건설 계획을 지지하며 Rockland의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Ellen Jaffee 의원은 
말했습니다. 
 
“교통 인프라에 지금 현명한 투자를 하여 Westchester와 전체 지역의 장기적인 경제적 웰빙을 
도모하며 이러한 점을 Cuomo 주지사의 Tappan Zee 교각 교체에서 정확하게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 다리를 사용하는 사람은 줄어든 혼잡 현상과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모두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George Latimer 의원은 
말했습니다.  
 
“Tappan Zee를 대체할 새로운 교각의 건설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중요한 교통로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돈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주지사의 계획은 더 넓고 안전하고 향후 이 지역에 필요한 
대중교통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Amy Paulin 의원은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Tappan Zee 교체 계획은 기존의 교각은 지역사회의 교통에 대한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새 교각은 더 안전하고 붐비지도 않으며 
대중교통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이 프로젝트만으로 수 많은 일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J. 
Gary Pretlow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Tappan Zee를 이용했던 Rockland 카운티의 통근자들은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으며 수용 
인원을 늘리고 안전하며 통근버스 전용 차선이 있으며 대중교통 시설을 수용할 새 교각 건설 
계획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Rockland 카운티 Paul Piperato 서기관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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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다리, 버스 전용 차선과 대중교통 수용이 가능한 다리는 Westchester와 Hudson 
Valley의 모든 주민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Tappan Zee 교체 계획으로 건설업에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며 이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Westchester 카운티 
입법위원회 회장인 Ken Jenkins씨는 말했습니다. 
 
“Tappan Zee는 어떠한 형태로든 손을 보아야 할 다리였으므로 Cuomo 주지사의 더 안전하고 덜 
붐비며 대중교통을 수용할 수 있는 새 교각 건설 계획을 지지합니다.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방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입니다”라고 Westchester 카운티 
입법위원회 부회장인 Lyndon D. Williams씨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Rockland 카운티 주민들은 얼마 남지 않은 Tappan Zee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기존의 교각을 
개량하는데 수 십 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새로운 교각을 
건설하고, 교통 정체와 위험을 줄이고 미래에 대중 교통을 권장하게 될 이 지역의 미래에 투자하는 
계획을 지지합니다”라고 Rockland 카운티 입법위원 Christopher Carey씨는 말했습니다. 
 
“Tappan Zee를 교체하고 새로운 교각을 건설하려는 Cuomo 주지사의 계획을 지지합니다. 중요한 
인프라 요구사항을 존중하면서 재정적 현실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교각은 수리해도 새 교각의 교통 체증 감소, 안전한 도로 상태, 대중교통 추가 등의 기능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오래된 교각에 수 백 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Westchester 카운티 입법위원 Catherine Borgia씨는 말했습니다. 
 
“Tappan Zee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기존 구조물에 계속 투자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통근 버스 전용차선이 있으며 향후 대중 교통 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교각을 건설하려는 Cuomo 주지사의 계획을 지지합니다. 이 계획은 또한 프로젝트 기간에 
환경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라고 Westchester 카운티 입법위원 Michael 
Kaplowitz씨는 말했습니다. 
 
“주요 인프라에 장기적 투자를 하면 이 지역 전체에 희망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므로 Cuomo 
주지사의 Tappan Zee 교체 계획을 지지합니다. 더 안전한 도로, 혼잡이 덜하고 통근버스 전용 
차선이 있기 때문에 이 다리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것입니다”라고 Westchester 카운티 입법위원 Virginia Perez씨는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 인프라 문제 중 하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Cuomo 주지사의 
Tappan Zee를 대체할 새로운 교각 건설 계획은 단연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다리는 
더 안전하고 혼잡도 덜하며 향후 이 지역의 대중교통을 확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라고 
Westchester 카운티 입법위원 William Ryan씨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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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의 Tappan Zee 교체 계획은 이 지역을 위한 가장 현명한 최고의 선택이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교각은 더 안전하고 혼잡하지 않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버스 통근자들은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미래에 대중 교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라고 Rockland 카운티 입법위원 Ilan Schoenberger씨는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인프라 문제를 간과할 수 없으며 단기적인 수리만 할 경우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비용만 낭비할 것입니다. Tappan Zee를 더 넓고 더 안전하며 장기적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질 새 교각으로 교체하려는 Cuomo 주지사의 계획은 오래 동안 이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장기적 솔루션입니다”라고 Westchester 카운티 입법위원 Mary Jane Shimsky씨는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지역의 가장 큰 교통 골치거리였던 Tappan Zee의 문제를 해결할 현명하고 
필요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고의 선택은 더 넓고 더 안전하며 장래에 지역사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중 교통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교각을 건설하는 것입니다”라고 Westchester 카운티 
입법위원 Bernice Spreckman씨는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Tappan Zee를 교체할 새로운 교각 건설 계획은 다양한 면에서 지역사회에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 교각은 덜 붐빌 것이므로 안전하고 개통되는 날부터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하고 수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라고 Westchester 카운티 입법위원 Alfreda A. 
Williams씨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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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