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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FIX NYC” 자문단 위원 발표  

  

자문단은 뉴욕시의 대중 교통 전용 자금 흐름을 창출하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뉴욕주의 

제안안 자문을 담당할 것  

  

자문단은 HNTB와 협력하여 제안안을 마련하고, Tom DiNapoli 감사관과 주정부에 미칠 

잠재적 재정 영향을 조사  

  

Fix NYC 자문단, 2017년 12월에 조사 결과 및 제안안 제시할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MTA 전용 자금 조달 흐름을 창출함과 동시에, 

뉴욕시 도로 및 고속도로의 심각한 교통 혼잡이라는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안을 도출하는 자문단인 “Fix NYC”를 임명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자문단은 내년 

입법부 회의를 고려하여 2017년 12월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전국에서 가장 교통 정체가 심각한 

거리가 있는 곳이며, 이번 신규 자문단을 통해 대중 교통 전용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도로를 달리고, 매일 대중 교통에 의지하는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자문단의 제안을 들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자문단은 교통 전문가, MTA 지역 대표, 지역 지도자 및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됩니다. 

자문단은 기술 지원 및 모델링을 제공할 HNTB Corporation과 협업하여 제안한 계획의 

다양한 옵션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도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확인합니다.  

  

뉴욕주 감사관 Thomas P. DiNapoli는 자문단이 제안안 및 제안 모델을 제시한 후, 

자문단 및 HNTB와 협력하여 주정부의 비용 절감 또는 비용 발생 옵션을 검토하고 

주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Fix NYC” 자문단 위원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Mitchell L. Moss, Henry Hart Rice 도시 정책 및 기획 교수, 루딘 교통 센터 

소장(Rudin Center for Transportation)  

 Sam Schwartz, Sam Schwartz Engineering CEO  

 Scott Rechler, 지역 계획 협회(Regional Plan Association) 의장  

 Kathy Wylde, Partnership for New York 대표 겸 CEO  

 Bill Rudin, 보다 나은 뉴욕을 위한 협회 (Association for a Better New York) 

회장  

 John Samuelson, 교통 노동조합(Transport Workers Union) 국제위원장  

 Peter Ward, 뉴욕 호텔 노동조합 위원회(The New York Hotel Trades 

Council) 의장 겸 MTA 이사회 회원  

 Tom Prendergast, 전 MTA 의장 겸 CEO  

 Freddy Ferrer, 전 브롱크스 자치구 대표 겸 MTA 이사회 부의장  

 Dr. Floyd Flake 목사, 전 U.S. 하원의원  

 David Paterson, 전 뉴욕 주지사  

 Darryl Towns, 전 브루클린 하원의원, 전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커미셔너 겸 CEO  

 James Molinaro, 전 스태튼 아일랜드 자치구 대표  

 Kevin Law, 롱아일랜드 협회(Long Island Association) 회장 겸 CEO  

 Steve Bellone, 서퍽 카운티 집행관 

 Mike Spano, 용커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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