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제안된 롱아일랜드 터널 프로젝트(LONG ISLAND 

TUNNEL PROJECT)를 추진하기 위한 의향 표현 요청서(REQUEST FOR 

EXPRESSIONS OF INTEREST, RFEI) 발표  

  

뉴욕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향 표현 요청서(RFEI)를 발송한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2018년 4월 2일로 예정된 응답 마감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지사의 2018년 시정방침(2018 State of the State) 

연설에서 제안한 롱아일랜드 터널 프로젝트(Long Island tunnel project)를 추진하기 

위해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의향 표현 

요청서(Request for Expressions of Interest)를 발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향 표현 

요청서(RFEI)는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 RFP)의 향후 개발 상황을 알리는 

데 사용될 엔지니어링, 환경, 운영, 재정적 고려 사항 등에 대한 의견 개진을 이해 

관계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장하는 일은 

뉴욕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엄청나게 혼잡한 롱아일랜드 

고속도로(Long Island Expressway)의 교통량을 줄이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연계성을 개선하며, 향후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 보장을 돕기 위해 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송한 의향 표현 요청서(RFEI)는 2017년에 교통부가 발주한 롱아일랜드 

해협(Long Island Sound) 횡단시설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평가한 예비 연구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 의향 표현 요청서(RFEI)의 목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뉴욕주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입니다. 의향 표현 요청서(RFEI) 또한 롱아일랜드 지역의 (1) 

전반적인 이동성과 연계성, (2) 지역 경제 성장 촉진, (3) 건설 및 연간 운영 및 유지 보수 

https://www.dot.ny.gov/programs/capital-plan/repository/LI%20Sound%20Report.pdf


 

 

비용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에 있어 이 제안된 터널이 어떻게 통합되고 개선될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응답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구가 완료되었으므로, 저희는 이 지역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공학적, 환경적 재무 분석을 추가로 수행할 

것입니다.”  

  

의향 표현 요청서(RFEI)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향 표현 요청서(RFEI)에 

대한 응답은 2018년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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