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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체 농촌 지역을 위한 교통 기금으로 3,240만 달러의 사용 여부 

발표 

 

업스테이트 뉴욕의 이동성 및 대중 교통 상황을 향상시킬 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농촌 지역의 대중 교통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기금 3,240만 달러의 사용 여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연방 교통국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이 기금은 뉴욕주 교통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에서 관리하며 농촌 지역을 위한 정형화된 

보조금 프로그램 (Formula Grants for Rural Areas program)을 통해 제공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촌 지역 사회에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 

교통을 제공하는 일은 업스테이트 뉴욕 주민들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래 해당 

지역사회의 번영을 확실히 지원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금을 통해 농촌 지역과 

소도시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해서 방문객이 우리 주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농촌 지역을 위한 정형화된 보조금 프로그램 (Formula Grants for Rural Areas 

program)은 뉴욕주와 프로젝트 스폰서가 제공한 나머지 기금으로 자본의 최대 80 

퍼센트와 운영 프로젝트 관련 비용의 50 퍼센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만 명 미만의 

인구가 있는 지역사회는 이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신청자에는 (i) 

농촌 대중 교통 서비스를 소유하고 운영하거나 직접 계약한 카운티 정부, 시 정부, 자치 

정부, (ii) 업스테이트 지역 교통 당국, (iii) 뉴욕주 교통부 (NYSDOT)가 직접 후원하는 

다수의 카운티 시외 버스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뉴욕주 교통부 (NYSDOT)는 (i) 농촌 지역의 이동성 

기회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 장벽을 없애는 대중 교통 프로젝트를 선호할 것이며, 

(ii) 다른 복지 사업 기관들이 제공하는 대중 교통 서비스와의 조율이 향상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하고, (iii) 농촌 대중 교통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양쪽 모두에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성공적인 시외 버스 프로그램을 보장합니다. 

 



Matthew J. Driscoll 뉴욕주 교통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교통의 중요성과 이 프로그램이 

업스테이트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돕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일은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이동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페더럴 섹션 5311 프로그램 (Federal Section 5311 program)을 통해 제공되는 기금은 (i) 

농촌 대중 교통 서비스의 연간 운영 수요를 지원하며, (ii) 확장된 서비스를 위해 기존 

버스를 새 버스로 대체하고 추가 투입하고, (iii) 신규로 확장된 이동 노선의 관리 및 고용 

업무를 지원하며, (iv) 차량 시설을 유지하고 현대화하며, (v) 쉼터, 통신 시스템, 

보안사항처럼 향상된 승객 편의 사항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교통부 (NYSDOT)는 2017년 4월 10일까지 이 기금의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신청서, 웹 세미나 일정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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