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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PEACE BRIDGE PLAZA에에에에 있는있는있는있는 미국미국미국미국 세관세관세관세관 상업건물의상업건물의상업건물의상업건물의 준공준공준공준공 발표발표발표발표 

 

24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 무역과무역과무역과무역과 여행을여행을여행을여행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국경국경국경국경 통과가통과가통과가통과가 더욱더욱더욱더욱 효율적으로효율적으로효율적으로효율적으로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Peace Bridge에 있는 2400만 달러 미국 세관 

상업건물의 준공을 발표하였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새로 확장된 이 시설은 교통 혼잡을 

크게 줄이고 더욱 효율적인 통관 처리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교량의 

미국쪽 교통 흐름을 개선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계획을 펼친 

2013년의 Peace Bridge Understanding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Peace Bridge의 통행 개선에서 커다란 진보를 이룩해 왔는데, 오늘의 발표는 또 

하나의 커다란 전진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혼잡과 지체를 줄임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본 동맥이 상업과 무역을 위한 주요 관문으로 계속 남도록 할 것인데, 

본인은 그 준공을 보니 자랑스럽습니다.”  

 

세관 상업 건물은 Buffalo항에서 일상적 상업 행정을 취급하는 주요 연방 수사 기관들 

사이의 더욱 효율적인 운영 구조와 긴밀한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Peace Bridge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차량 및 화물이 왕래하는 가장 번잡한 

곳입니다”라고 Kathy Hochul 부지사는부지사는부지사는부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가 Buffalo의 국제 관문을 

통해 들락거리는 관광 및 무역으로 혜택을 보려면 우리는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Peace Bridge 회랑 개선을 위한 주지사의 지속적 후원이 오늘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라고 Buffalo & Fort Erie Public Bridge Authority 청장청장청장청장 겸겸겸겸 Empire State 

Development 지역지역지역지역 담당담당담당담당 사장인사장인사장인사장인 Sam Hoyt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새 세관 건물의 준공은 Peace 

Bridge 관문의 만성적 스트레스와 혼잡을 제거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Peace Bridge Understanding은 2012년 6월 26일에 Cuomo 지사가 Gary Doer 캐나다 

대사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평화의 다리 이해는 미국 광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미국측 다리의 단기 개선 공사용 3500만 

달러(작년 가을에 Public Bridge Authority가 승인)와 뉴욕주 교통부(NYSDOT) 

게이트웨이 램프 프로젝트를 위한 추가 6000만 달러를 포함하여 프로젝트에 1억 5000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Korean 

세관 상업건물 이외에 Peace Bridge Understanding의 여러 프로젝트가 완료돠었습니다, 

즉:  

• US Plaza 향상 및 확장 프로젝트 

• 게이트웨이 램프 프로젝트 

• 접근 확장 프로젝트 

 

양국이 운영하고 있는 Buffalo and Fort Erie Public Bridge Authority는 1933년 이후로 

평화의 다리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1927년에 개통된 이 다리는 Ontario 주 Fort 

Erie와 New York 주 Buffalo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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