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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TAPPAN ZEE 다리를 교체하는 새로운 다리의 건설을 위한 연방 자금 요청 내용의 
교통장관 RAY LAHOOD에게 보내는 서신에 서명  

주지사의 신규 교량 계획의 NYMTC의 만장일치 승인후에 서신이 전달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의회 다수당 리더 Dean Skelos, 의회 의원 Ellen Jaffee, Rockland 
카운티 행정관 C. Scott Vanderhoef, Putnam 카운티 행정관 MaryEllen Odell 및 Westchester 카운티 
행정관 Rob Astorino와 함께 미국 교통부장관 Ray Lahood측에 Tappan Zee를 교체하는 신규 교량의 
건설을 위한 연방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서신은 교통 기반시설 금융 
혁신 법안 (TIFIA)하의 뉴욕주의 자금확보 지원의 공식적 착수이며 뉴욕 교통 위원회 (NYMTC)가 
만장일치로 Cuomo 주지사의 신규 교량 건설 계획 지원에 찬성한 후에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주지사의 서신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governor.ny.gov/assets/ 
documents/Ray_Lahood_pdf.pdf.  

“오늘 우리는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Hudson Valley를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롭고 더 
안전한 교량의 건설에 한발자국 더 다가섰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10년 이상 지연된 이후에 이 의향서는 향후 수년간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운전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대중교통을 수용할 수 있는 더 강한 교량의 건설을 향해서 진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이 절차가 최대한 투명하고 포괄적으로 
수행되도록 주정부 요원들은 Hudsong Valley에 위치한 주민들과 사업가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다수당 리더 Skelos, 스피커 Silver 및 Hudson Valley카운티  의원들의 지도력과 뉴욕주민들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주 의회 다수당 리더인 Dean G. Skelos는 “새로운 Tappan Zee Bridge는 Hudson Valley 지역에 
수천개의 일자리를 가져다줄 뿐 아니라 교통 체증을 감소시키고 매일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Cuomo 
주지사가 보여준 지도력과 뉴욕주에서 무엇이 가능한가를 보여준 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상원의 
공화당원들은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디자인-건설 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지속적으로 뉴욕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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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스피커 Sheldon Silver는 “저는 뉴욕에서 몇년만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 교통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절차를 밟은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여행자들을 보호하고 교통 체증을 제거하며 미래에 
대중교통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들, 통근자들, 지역 업체들 및 공무원들의 우려사항을 
고려하게 될 세부 계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열심히 일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지사의 
지도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향서는 100년 동안 존속하게 될 새롭고 더 강하고 더 안전한 교량의 건설을 위한 중요한 
진보입니다. 작년 가을에 Obama 대통령은 Tappan Zee를 대체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신교량 
건설 절차의 신속 진행과 선결 프로젝트 지목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신규 
교량 건축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비용 초과를 방지하는 디자인-건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입법 관련 지도자들과 협조했습니다. 주지사는 운전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선택권을 
제공하며 버스 통근자들을 위해서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차 또는 고속 버스 통행이 
가능하며 Hudson Valley에 45,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달에 
Cuomo 주지사는 신축 교량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최종 환경 영향 보고서 (FEIS)를 발표했습니다. 
FEIS는 대중의 3,000개 이상의 코멘트에 응답하는 여러 주정부 기관 및 연방정부 기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NYMTC 투표는 Tappan Zee 다리 교체 프로젝트의 연방정부 승인을 추구하는 뉴욕시, 롱아이랜드 및 
Lower Hudson Valley 공무원들간의 협의를 의미합니다. 뉴욕 교통 위원회 (NYMTC)는 뉴욕시, 
롱아이랜드 및 Lower Hudson Valley의 협조적 교통 계획의 장을 제공하는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지역 정부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NYMTC는 연방 법규에 의거해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기구 
(MPO)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방 교통 자금의 확보 및 지출을 위한 핵심 요건은 주정부가 
연방정부에서 정하는 광역시 및 주의 계획 과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인 Ellen Jaffee는 “공공의 안전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 기회를 제공하게 될 
중요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우려사항을 경청하고자 노력하는 주지사의 노력에 
감동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ockland County의 C. Scott Vanderhoef은 “내일을 위해서 건설되고 대중교통을 수용할 수 있는 더 
안전한 교량의 건설을 위해서 진보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 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Hudson Valley 지역사회와 협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utnam County의 Executive MaryEllen Odell은 “본 프로젝트는 교통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뉴욕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역사는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대공황에서 탈피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동료들과 
공유하는 공통된 목표는 사람들을 재고용시키거나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Putnam 
카운티 행정관로서 저는 카운티 행정관 Astorino, Vanderhof 및 저 자신과 협조하는 과정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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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Cuomo 주지사의 진실성과 
지도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저는 뉴욕주 입법회가 본 프로젝트가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재정적 관리 체계를 설정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estchester 카운티 행정관 Robert P. Astorino는 “오늘은 Tappan Zee Bridge 건설을 위해서 중요한 
진보를 했습니다.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카운티, 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직장을 창출하고 경제를 강화시키며 환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서 합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요커들은 www.NewNYBridge.com에서 또는 무료번호 855-TZBRIDGE로 전화하여 통행료 옵션을 
알아보고 이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 및 우려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웹사이트는 
커뮤니티 회의에 관한 비디오 및 지난 10년 동안 작성된 Tappan Zee Bridge에 관해 만들어진 모든 
문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Tappan Zee 프로젝트를 위한 Twitter 계정이 설정되었으며, 
뉴요커들은 @NewNYBridge를 따라 갱신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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