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2월 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화물 철도 인프라 투자 7,640만 달러 발표  

 

주정부 투자로 안전 개선, 서비스 안정성 개선, 지역 경제 개발 지원  

  

철도 운송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고속도로 혼잡을 줄여 전국을 선도하는 뉴욕의 기후 

목표를 지원  

  

지역별 프로젝트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화물 철도 인프라 재건 및 현대화를 위해 38개 

프로젝트에 7,64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0 퍼센트 주정부 자금 지원은 

연간 뉴욕의 화물 철도 부문에 민간 인프라 투자로 1억 달러 이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화물 철도 개선에 대한 전락적 투자는 노스 컨트리 지역의 알코아(Alcoa), 서던 티어 

지역의 코닝(Corning), 웨스턴 뉴욕 지역의 락카와나 프로덕츠(Lackawanna Products) 등 

주 전역의 제조업 및 농업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인프라 프로젝트는 

새로운 건설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경제가 장기적으로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물품의 운송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도록 합니다. 

뉴욕은 기후 변화 대응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 경제 성장을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이어가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운영하는 승객 및 화물 철도 지원 

프로그램(Passenger and Freight Rail Assistance Program)는 화물 운송 능력 개선, 

제조업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개선을 비롯해 특히 업스테이트 

지역에서 경제 개발을 지원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노선 및 교량 재건, 수용 역량 확대, 

청정한 철도 장비 구매, 화물 야드 및 항구 시설에서 철도 인프라 확대 등에 자금을 

지급합니다.  

  

화물 철도에 대한 오늘의 전략적 투자는 또한 전국을 선도하는 뉴욕의 기후 목표를 

지원할 것입니다. 화물 철도는 상업 운송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 하나이며, 트럭 운송에 

비해 3개 이상 효율적입니다. 화물 철도 한 대로 도로에서 트럭 수백 대를 대체할 수 

있으며, 혼잡을 완화하고 유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02%2FDOT_List.pdf&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b5c5386c5b8f40b16a1008d9e739811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9505670425116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KINGJw1s9i65FybnGdyOcimP5Z553St%2FfeuM%2BXBohgg%3D&reserved=0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커미셔너 Marie Therese 

Domin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에서, 뉴욕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견인할 인프라 스마트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분명한 

철도 투자는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한편, 화물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송될 수 있게 

합니다."  

  

Timothy M. Kenned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화물 철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매우 필요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운송 역량 및 상업 모두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제를 우선순위 과제로 삼아주신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William B.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물 인프라 투자는 중요합니다.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뿐 아니라, 시스템 현대화 및 고속도로 혼잡 완화에 

기여합니다. 제조업 및 농업 산업은 뉴욕주 경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Charles Hunter 뉴욕 철도(Railroads of New York, RONY)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철도(RONY)는 자금 마련에 힘써주신 Hochul 주지사, 주 의회 파트너, 교통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우리 주의 철도를 유지하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철도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주 기업들이 화물 

철도 서비스의 경쟁적 이점을 활용하여 북미 전역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별 프로젝트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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