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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CUOMO, 주 북부 제조업에 6 억 달러 MTA 투자 발표
MTA, Bombardier 에 300 대의 지하철에 대한 6 억 달러 주문으로 500 명 이상의 제조 및

공급 관련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주지사 Andrew M. Cuomo 는 오늘 대도시권 교통 본부(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 MTA)가 플래츠버그내 Bombardier Transit Corporation 에 의해 제조될 300 대의
새 철도 차량을 구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 억 달러의 주문으로 Bombardier 는 300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역 공급업자 관련 200 개의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지사 Cuomo 는, “MTA 의 Bombardier 와의 계약 결정은 North Country 의 주민 및 전
지역 경제를 위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 대의 새 차량에 대한 이 주문은 전액
지원되는 MTA 자본 예산을 확보한 역사적인 예산안의 결실로, MTA 가 주요 사안을
달성하고, 뉴요커들에게 계속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의 주로, 이는 우리 주 내 지역간 상호 원조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뉴욕의 필수적인 공공 기반 시설을 재건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뉴요커들을 위해 직업을
창출하며, 주 구석구석에 경제 성장을 이룩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4 년 말 테스트를 거쳐 2016 년 인도 예정인 R-179 는 MTA 가 현재 사용중인 구형 철도
차량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 차량은 MTA 가 최근 작성한 자본 계획 및 기타 검토중인
또는 향후 연방 보조금으로 이미 준비된 3 억 6 백만 달러의 연방 자금으로 조달될
것입니다. 그 계약은 오늘 MTA 이사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최저가 입찰 계약은 Bombardier 에 따르면, 플래츠버그 공장에 300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공급업자 관련 최대 200 개의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하며, 공급업자측의 약
110 개의 부수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계약은 장기 고용의 증가와 추가
자본 투자 및 Bombardier 의 뉴욕을 기반으로 한 부품 제조업자 네트워크를 한층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플래츠버그내 Bombardier 운송 센타의 설립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MTA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Joseph Lhota 는, “이 주문건으로, 우리는 뉴욕주의 경제
성장을 활성화시키고, 현재 일자리를 유지시키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품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를 강화시킴은 물론 새 차량을 보급하여 뉴욕시 운송 지하철
고객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MTA 를 위한 전액 지원 자금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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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예산 협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지사 Cuomo 의 대중 교통 자금 조성 및 품격
높은 서비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격찬합니다. 이 주문은 모두에게 득을 줍니다: 그 주문은
뉴욕시 수백만 명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북부 지역 뉴요커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ombardier Transit Corporation 의 사업 개발 및 미국 판매 부사장인 Robert E. Furniss 는,
“저희는 30 년 전 시작한 MTA 의 뉴욕시 대중교통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새 R179 차량이 뉴욕커에 의해
뉴욕에서 제조되어, 주의 경제는 물론 매일 뉴욕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들에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ombardier 는 1981 년 계약으로 MTA 와 그 자회사에 최초로 장비를 비품을 공급했습니다.
1994 년, 주지사 Mario M. Cuomo 와 Bombardier 회장 Laurent Beaudoin 은 플래츠버그
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Metro-North 와 장래 MTA 프로젝트를 위해 새 플래츠버그
철도 차량 조립 공장을 설립하는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1994 년 발표 이래,
Bombardier 는 플래츠버그 공장을 두 차례 확장하고, 타주에서 운영해 오던 것을
플래츠버그로 이전해 뉴욕시 및 기타 수송 시스템을 위해 3,000 대의 철도 차량과
기관차를 제조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및 고객의 편안함과 양질의 서비스 신뢰도를 위해 제조된 R179 지하철은
1964 년 처음 서비스를 도입한 C 라인 차량을 대체했습니다. R179 차량은 밝은
인테리어와 최신 온도 조절 시스템, 디지털화된 음성 방송 및 경로 신호, 에어백 완충 장치,
에너지 절약용 재생 제동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지비는 R179 가 2 년의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는 R32 에 비해 40%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 년 새 차량의 인도로,
평균 차량의 수명은 19.6 년이 될 것입니다. 새 차량의 구매 없이, 평균 차량의 수명은 거의
22 년이 될 것입니다.
상원 다수당 지도자 Dean Skelos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980 년대 이래,
Bombardier 는 뉴요커들을 위한 수백 개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Clinton 카운티와 North
Country 내 주요 경제 활성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뉴욕주내에서 생산되는 새 지하철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는 MTA 의 결정은 지하철 탑승자는 물론 North Country 의 주민들에게
득을 줍니다. 저는 상원의원 Little 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처럼, 주지사의 직업 창출에
촛점을 둔 정책을 격찬하며, 뉴욕주의 경제를 재건립하기 위해 계속해서 같이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장 Sheldon Silver 는, “이 곳 뉴욕주에서 제조되는, 300 대의 새 차량을
구매하는 MTA 의 결정은 통근자 및 North Country 의 경제를 위한 큰 승리입니다.
주지사 Cuomo 와 주 의회는 직업을 창출하고 주 경제를 되살리는 것을 예산의 가장 큰
쟁점으로 두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의 발표는 저희 주가 다시 정상 궤도에 들어섬을
재확인해 줍니다. 저는 뉴욕주 주민과 지역사회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이 곳 뉴욕주 내 이런
큰 투자를 하는 주지사와 MTA 를 칭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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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Betty Little 은, “여러 해 동안, Bombardier 는 이 곳 North Country 에 일자리의 주요
공급자이자, 전 세계 양질의 수송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저희는 MTA 가 지하철 생산에
다시 Bombardier 를 선택한 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MTA 자본 계획 자금을
조성하는 데 책임을 지고 이끌어 뉴욕 산업에 기회를 다시 제공하고, 회사들이 성장하고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데 대해 주지사 Cuomo 를 격찬합니다.
Bombardier 와 관련 회사들에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을 위해 너무나도 잘 된 일입니다.
이는 플래츠버그와 North Country 지역의 훌륭한 노동 인력과 엄청난 경기 상승의 위해 참
좋은 소식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회 의원 Janet Duprey 는, “이 발표는 주지사 Cuomo 와 주 의회가 이번 주 합의한 경제
성장 정책인 직업 창출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 곳 플래츠버그에 추가로 6 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MTA 는 계속해서 North Country 내 수 백 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며 저의
지역 경제가 계속 활성화되도록 해 줍니다. 저는 주지사와 회장 Lhota 의 지도력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ombardier 의 오랜 MTA 관련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1 - 1990 년:총 213 개 Metro North 통근선 열차 관련 몇몇 계약
1982 년: 825 개 R62A NYC Transit 지하철관련 계약
1989 년: 9 개 R110B 새 NYC Transit 기술 시험 열차관련 계약
1997 년: 1,030 R142 NYC Transit 지하철관련 계약
1999 년: LIRR (836)와 Metro North (336)의 1,172 개 M7 다중 유닛 전동 열차관련
계약

담당자 연락처:
MTA: Paul J. Fleuranges, 212 878 7037
Bombardier: Mary Anne Roberts, 215 441 1864
주지사 홍보실: 518 474 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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