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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교통의교통의교통의교통의 재발재발재발재발 위원회를위원회를위원회를위원회를 추천하는추천하는추천하는추천하는 서한을서한을서한을서한을 MTA 회장회장회장회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PRENDERGAST에게에게에게에게 

보냈습니다보냈습니다보냈습니다보냈습니다 

 

Cuomo 지사는 오늘 MTA 회장 겸 CEO인 Thomas F. Prendergast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편지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Thomas F. Prendergast 

회장 겸 CEO 

메트로폴리탄교통청 

347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2014년 5월 7일 

 

Prendergast 회장 귀하: 

 

뉴욕은 미래에 도전에 대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이 대비를 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에 

직면 해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와 변화하는 주 그리고 변화하는 기후에 그 시스템을 맞추기 위해 

MTA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재설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MTA는 뉴욕의 대중 교통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를 식별하기 위해 올해 가을에 자본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과거 자본 계획은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기존 MTA 네트워크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뉴욕은 다음 세기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지하철과 우리의 전체 대중 교통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창조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MTA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MTA가 배심원단을 선정하여 교통 재발 위원회에서 네트워크를 검사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제 운송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고, MTA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개발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고 9월에 MTA 이사회의 

예정된 자본 계획의 승인 사전에 저에게 예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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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같은 지하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100년의 

뉴욕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기후 변화의 명백한 증거는 Superstorm 

Sandy와 같은 폭풍이 심각한 현재의 위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구 중가, 인구 통계학적 변환과 

교통 이용 승객수의 기록은 우리의 기존의 대형 수송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작동 시키는데 있어 

새로운 도전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고 뛰어넘기 위해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뉴욕의 경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도전들입니다. 이미 뉴욕시의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850만 명의 이용객들이 매일 MTA 열차와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러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의 지하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MTA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Superstorm Sandy 이후 시스템을 정밀 검사하기 위해 추가로 50억 달러 투입했습니다. 잘 

수리된 상태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제가 취임 이후 국가 예산 및 전용 자금 지원을 통해 최우선 

순위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관에 전례 없는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162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다음 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날씨의 위협에 대해 준비하고 이용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뉴욕 주민들을 위한 대중 교통 네트워크인 MTA의 도전과 목표에 

대해 광범위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이 나라와 

세계에 모범이 되는 새로운 뉴욕 주 MTA를 구축 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Cuomo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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