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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주 예산 담당관 ROBERT MUJICA,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GATEWAY TUNNEL
PROJECT)와 관련하여 WILLIAMS FTA 부행정관에게 공개 서한 보내
Robert Mujica 뉴욕주 예산 담당관은 오늘 뉴욕주와 뉴저지를 연결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Gateway Tunnel Project)와 관련하여 연방 교통국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 부행정관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해당 서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illiams 부행정관님께,

아시다시피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터널(Gateway Tunnel)은 동북 지역
전체의 장기적인 활성화에 필수적이며, 해당 터널은 2012 년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로 인하여 현재 미국의 가장 시급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기 프로젝트는 단순히 지역 우선 요구사항이 아니라
동북 지역 전체 도로를 연결하며, 국가 전체 GDP 10%의 유일한 실패점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뉴욕 및 뉴저지 항만청 (Port Authority of NY and NJ)과 협력하여
이달 초 신규 게이트웨이 터널(Gateway Tunnel)의 지역 지분에 100 % 투자하는 투자
계획 세부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자금 지원 세부 사항은 연방 정부가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Gateway tunnel project) 자금의 50%를 지원하기로 동의한 2015 년 공개 발표
기본 협정을 따릅니다. 지역 이해관계자가 자금 50%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기본 협정은 기존의 노후화된 노스 리버 터널(North River Tunnel)이 수명을 다하기
전에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8 월 백악관 회의에서 대통령, 국무장관, 뉴욕주 및 뉴저지주 주지사, 상원,
뉴욕주 뉴저지 지역 수석 하원 대표단, 뉴욕 뉴저지 주 상원 및 수석 하원 대표단과 함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기반이 될 50:50 기본 협정을 논의하였습니다. 50:50
기본 협정에서 손을 뗀 USDOT 는 이제 기존 협정을 맺은 도로와 중요한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기반에서도 손을 떼려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및 뉴저지주는 이번 달 초 양 항만청을 통해 새로운 터널 건설 비용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포함한 주요 공약을 개선하였습니다. 자금 제공 공약이 연방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사실이 “연방 정부의 지원” 또는 “연방 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한다고 잘못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이정도 규모와 중요도를 갖춘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지원에 관한 수십 년 선례에 반하는 일입니다. 양 주 지역 주민은 공약
실현을 위해 세금을 내고 있으며 북동부 지역 경제는 상기 프로젝트에 달려 있습니다.
비유컨대, 한 가족이 집을 구입하려 저당을 설정한 경우 해당 저당을 변제할 책임은 위
가족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대출금을 전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이 저당을 변제한 경우, 아무도 자금을 빌려 주었다는
이유로 은행이 주택을 구입하고 대금을 변제한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게이트웨이의
경우, 지역 자금 지원 기관이 연방 정부 대출금을 변제하면 터널 공사 기금의 절반을
지원한 기관은 연방 정부가 아니라 지역 기관이 됩니다.
제안서에 기존 터널 활성화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향후 프로젝트의 지분인 8 억 달러 지원 약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시급하며 긴급한 우선 사항은 신규 터널 공사 착공을 위한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2018 년에는 행정부 및 연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척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며, 프로젝트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행정관님의
의지에 용기를 얻습니다. 연방 정부의 국가 인프라 부흥 계획의 세부 사항을 곧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야심찬 국가 프로그램이 해당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obert Mujica, 뉴욕주 예산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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