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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억 달러의 연방정부 융자
주지사 TAPPAN ZEE 교량을 교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위한 16억
승인 발표

오디오:
오디오 Cuomo 지사는 주청사 기자 회견실에서 Susan Arbetter와 함께 융자 승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들어보십시오.
Andrew M. Cuomo 지사는 Tappan Zee 교량을 교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 TIFIA 역사상 가장 큰
최고 16억 달러의 저리 융자를 연방정부가 승인하여 새 교량 건설을 위한 주요 자금을 확보했음을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가 요청한 이 융자의 승인은 매일 Tappan Zee에 의존하는 수 만명의 통근자를 위해, Lower
Hudson Valley의 커뮤니티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전체 주를 위해 희소식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뉴욕주를 위한 큰 승리로서 수 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역사상 가장
야심찬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에 대한 지지입니다. 그것은 10년에 걸친 지체에도 불구하고
뉴욕주가 계속 크게 건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인은 뉴욕주가 이 융자를 확보하도록
도와주신 Anthony Foxx 교통부장관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고속도로청장인 Howard P. Milste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속도로청은 이 프로젝트를 위한
Cuomo 지사의 강력한 리더십과 지지뿐만 아니라 Obama 대통령과 미국 교통부로부터 받은 지지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한 관련된 모든 연방 및 주 정부 기관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 융자는 연방정부의 교통 인프라 융통 혁신법(TIFIA) 프로그램을 통해 나옵니다.
정식 공사는 2주전 10월 16일에 새 교량의 기초를 구성할 첫 번째 영구 파일의 설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량은 정식 공사 시작으로부터 단 5년 이내에 완공될 계획으로서 그런
단기간에 완공되는 미국 최대의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아래 그리고 Barack Obama 대통령과 연방정부의 지지로 New NY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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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는 10년 지체 후 단 2년 만에 실제 공사로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이래의 진척
사항들: 새로운 설계-시공 법률 제정; 환경 검토 및 조달 프로세스 동시 완료; 건설 노조와 프로젝트
노동 계약 협상; 사전 건설 활동 개시 – 모두 전례 없는 수준의 투명성 및 커뮤니티 참여로 진행.
환경을 보호하고 주변 지역사회에 공사가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간 동안
광범위한 조치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 교량은 주요 설계 회사들인 HDR, Buckland & Taylor, URS, GZA와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높이 평가 받는 설계, 엔지니어링 및 건설 회사들인 Fluor, American Bridge, Granite, Traylor Bros.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움인 Tappan Zee Constructors, LLC(TZC)가 설계 및 건설하고 있습니다. TZC는
이 프로젝트에서 뉴욕주 고속도로청 및 주 교통부의 직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Tappan Zee를 교체하기 위한 새 교량의 계획은 1999년에 처음 의논되었는데 그 다음 11년에 걸쳐
8800만 달러의 납세자 돈을 소비하면서 430회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150건의 개념이
검토되었지만 프로젝트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Governor Malcolm Wilson Tappan Zee Bridge 유료 교량은 1955년에 개통되었는데 주민, 통근자,
여행자 및 상업 교통을 위한 중요 동맥입니다. 하루 최대 100,000대의 차량을 나르도록
설계되었는데 일일 교량 통행량이 약 138,000대의 차량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구조물을 정비하는 데 수 억 달러가 소비되었습니다. 많은 통행량과 비상 노견 부족으로 교량에서
불안전한 주행이 발생할 수 있고 빈번한 혼잡과 좌절을 운전자에게 안겨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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