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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 전역의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한 2,500만 달러 투자 발표 

 

보조금으로 두 개의 철도 교량과 58마일 이상의 철로 및 시설 복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역의 철도와 항구 개선 프로젝트에 2,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주지사의 승객과 화물 철도 

지원 프로그램(Governor’s Passenger and Freight Rail Assistance Program)을 통하여 

배정하며 주 전역의 공공시설 강화와 운송에 관한 중요한 경제 개발 프로젝트들을 

지원합니다. 이 보조금에 540만 달러 규모의 정부와 민간의 추가 투자금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들은 뉴욕의 공공시설을 강화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며 주 내 각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 시스템은 뉴욕시민과 방문객 모두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여행을 제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의 투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 전역의 공공시설에 대한 장기 복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욕주 정부는 낙찰 경쟁 절차를 거쳐 19개의 지원대상에 2,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런 투자는 철도 복구, 운송량 확장, 철로 교량 수리 및 경제 개발 

기회에 지원됩니다. 주정부의 이 기획을 통하여 540만 달러의 민간과 지역 정부 

보조금이 추가로 활용되었습니다.  

  

뉴욕주 교통국 커미셔너 Matthew J. Drisco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교통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은 계속하여 스마트한 

투자를 통하여 철로와 항구 공공시설에 대한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고 있어서 상업 

발전을 격려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뉴욕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보조금 대상 목록과 금액: 

  



주도 지역 

  

 SMS Rail Services, Inc., 올버니 카운티: 14마일의 철로와 측선 복구에 260만 

달러.  

 PanAm Southern, LLC, 렌셀러 카운티: Hoosick 교차로의 철도 복구와 확장에 

250만 달러. 

 

센트럴 뉴욕 

 오스위고 항만청(Port of Oswego Authority), 오스위고 카운티: 철도 추가 건설과 

화물처리 시설 확장에 210만 달러.  

 New York, Susquehanna & Western Railway Corp., 오논다가 카운티: 4마일의 

신설 철도 선로에 160만 달러. 

  

핑거 레이크스 

  

 Arcade & Attica Railroad Corp., 와이오밍 카운티: 무거운 차량 운행을 위한 

교량과 6마일의 철로 복구에 130만 달러. 

  

 Ontario Midland Railroad Corp., 웨인 카운티: 무거운 차량 운행을 위한 철로 

복구에 160만 달러. 

  

 Livonia, Avon & Lakeville Railroad Corp., 리빙스턴 카운티: Lakeville과 Avon 

철도 공사의 정류장 복구에 110만 달러.  

 Falls Road Railroad Co., Inc., 먼로 카운티: 철도 화물 시설 확장과 Lockport와 

Brockport 사이 선로 복구에 110만 달러. 

 

미드 허드슨 

  

 Middletown & New Jersey Railroad, LLC, 오렌지 카운티: 선로 복구와 기관차의 

열차 제어 장비 설치에 90만 달러.  

 Central New York Railroad Corp., 오렌지 카운티: 델라웨어 강(Delaware River)을 

지나는 교량 복구에 63만 달러. 

  

모호크 밸리 



 리더스타킹 철로 역사 협회(Leatherstocking Railway Historical Society), 옷세고 

카운티: Cooperstown과 Portlandville 사이의 선로 복구에 12만 달러. 

 

뉴욕시  

  

 New York New Jersey Rail, LLC, 킹스 카운티: 65번가 정류장의 추가 선로 

건설에 160만 달러. 

  

 Consolidated Rail Corporation, 리치먼드 카운티: Travis Industrial 철도의 마모된 

선로 교체에 170만 달러. 

 

노스 컨트리  

  

 Mohawk Adirondack & Northern Railroad Corp., 애디론댁 및 루이스 카운티: 

Utica의 철도 화물시설 확장과 라이온스 폭포(Lyons Falls)로 가는 철로의 복구에 

118만 달러. 

  

 애디론닥 철로 보존협회(Adirondack Railway Preservation Society), 에섹스 

카운티: 승객 차량 복구와 여행 서비스에 확장된 기관차에 150만 달러.  

 세인트 로런스 카운티 산업개발 당국(St. Lawrence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세인트 로런스 카운티: Benson Mines에 들어가는 철도 

선로 재설정에 50만 달러. 

 

서던 티어  

  

 Owego and Harford Railway, Inc., 티오가 카운티: 오위고 정류장(Owego Yard)의 

복구에 74만 달러. 

  

웨스턴 뉴욕  

  

 셔터쿼(Chautauqua), 카타라우구스(Cattaraugus), 앨러게니(Allegany) 및 

스튜벤(Steuben) 남부지역 연장 철도청(Southern Tier Extension Railroad 

Authority),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올린 정류장(Olean Yard)의 선로와 시설 개선에 

150만 달러. 

  



 이리 카운티 산업개발기관(Erie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이리 

카운티:Sumitomo Rubber USA 회사 시설에 들어가는 철로 복구와 개선에 36만 

달러. 

  

승객과 화물 철도 지원 프로그램은 화물 운송 능력 개선과 향상에 대한 주 정부의 투자를 

제공하고 주 전역의 경제개발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보조금은 철도와 교량 복구를 

지원하여 안정성을 향상하고 철도 운송량을 확장하여 병목 현상을 완화하며 정류장과 

항만 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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