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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 전역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지방 자치 단체를 

지원하는 1,420만 달러를 발표  

  

업스테이트 및 다운스테이트 교외 대중교통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4억 3천 5백만 

달러의 5개년 자금 일부 자금 조달  

  

뉴욕주의 "전역 보건 정책" 이니셔티브 지원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3개 카운티, 도시 및 지역 당국에 지방 자치 단체가 

후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1,420만 달러가 수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주 자금 지원 이니셔티브는 업스테이트 및 다운스테이트 교외 

서비스에 5년간 수여되는 4억 3천 5백만 달러라는 큰 투자의 일부이며, 버스 정류소의 

현대화, 새로운 비접촉식 요금 징수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접근 가능한 청정 연료 차량 

조달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21세기를 위해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더 적합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전략적 투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뉴욕이 밝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는 경쟁 유도 프로세스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이 프로세스는 

뉴욕주의 전역 보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지사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개발된 기준을 

통합했습니다. 전역 보건 정책(Health Across all Policies)은 지역사회의 보건 및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 결정 전 과정에 보건에 대한 고려를 추가한 협력적 접근입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미셔너 Marie Therese 

Domin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에서, 뉴욕은 

업스테이트 지역사회의 건강과 웰빙에 역사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 역사상 어느 시점보다 지역사회가 더 많은 교통을 

지원하고, 걷기 좋으며 자전거를 타기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원 교통 위원회(Senate Transportation Committee) 위원장인 Tim Kennedy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뉴욕 주민들이 매일 대중교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 전역에 걸친 이러한 투자는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운송 네트워크를 만들 

것입니다. 뉴욕주가 이러한 시스템의 중요성을 계속 인식하고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원 교통 위원회(Assembly Transportation Committee) 위원장인 William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운송 

서비스를 강화하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투자입니다."  

  

자금을 받는 13개 프로젝트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던 티어  

• 칩 사용 비접촉 요금 징수 시스템을 조달하기 위해 브룸 카운티에 150만 달러.  

• 청정 연료 하이브리드 트롤리 및 관련 장비 조달을 위해 셔터쿼 카운티에 150만 

달러.  

• 청정 연료 전기 버스 조달을 위해 톰킨스 카운티에 405,000달러.  

  

노스 컨트리  

• 새로운 청정 연료 버스 및 관련 장비의 조달을 위해 루이스 카운티에 980,078달러.  

• 새로운 청정 연료 버스 및 관련 장비의 조달을 위해 프랭클린 카운티에 30만 달러.  

• 새로운 청정 연료 버스 및 관련 장비 조달을 위해 세인트로렌스 카운티에 150만 

달러.  

• 버스 승객 정류소를 교체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클린턴 카운티에 12만 달러.  

  

롱아일랜드 

• 스마트 발권 비접촉식 요금 징수 시스템을 조달하기 위해 나소 카운티에 150만 

달러.  

  

모호크 밸리  

• 새로운 청정 연료 버스 및 관련 장비의 조달을 위해 글러버즈빌 시에 135,000달러.  

• 새로운 청정 연료 버스 및 관련 장비의 조달을 위해 쇼하리 카운티에 149,500달러.  

  

허드슨 밸리  



• 청정 연료 하이브리드 전기 버스의 조달을 위해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3백만 

달러.  

• 청정 연료 전기 자동차 조달을 위해 얼스터 카운티에 136,000달러.  

  

웨스턴 뉴욕  

• 메트로 레일(Metro Rail) 고객 정보 및 통신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나이아가라 

프론티어 교통청(Niagara Frontier Transportation Authority)에 3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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