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5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깨끗한 공기 및 대체 교통수단 프로젝트에 1억 달러 기금 지원 발표 

 

해당 기금으로 지방자치 당국이 대기 오염 방지법(Clean Air Act) 및 미국 장애 

복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요건에 충족하도록 도울 예정 

 

2018년 8월 16일까지 신청서를 받을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역사회 성장 및 다운타운 재활성화를 돕고 

강화하기 위한 교통수단 자금 1억 달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자금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 설비, 레크리에이션 코스, 학교까지 

안전하게 가는 경로 건설, 문화재가 있는 지역사회 개선, 정체와 가스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다운타운 번영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계속해서 더 강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연방 

기금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우리는 뉴욕이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끌어들이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활동을 장려하게 돕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두를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든다는 우리 목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매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대체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금으로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우리 자전거와 보행자 인프라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수단 기금으로 

뉴욕주에서는 지속적으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공공의 이익, 공기 질 개선, 재정성 또는 혁신성을 포함한 기준에 의거하여 

제안사항을 평가하는 경쟁적인 제안 프로세스를 통해 선정될 것입니다. 또한 선정된 



 

 

프로젝트는 지방자치제 당국이 대기 오염 방지법(Clean Air Act) 및 미국 장애 

복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요건에 충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반드시 노면 교통 시스템과 관련있어야 하며,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 당국 또는 비영리 주식회사 그룹은 기금 신청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지방자치 당국, 주 기관 또는 연방 교통수단 기금을 관리할 자격이 

있는 공공 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이 있는 프로젝트는 다음 활동을 포함합니다. 

• 접근 가능한 인도 추가, 

• 자전거 및 보행자 새 시설 건설, 

• 방치된 철도 경로를 길로 사용하도록 개조 및 보존, 

•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교통 신호 또는 교차점 개선, 

• 교통 수요를 붐비지 않는 시간 또는 기타 교통 모드로 전환하는 통행 수요 

프로그램 확립 

 

연방 고속도로 관리부(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로부터 주에 지원되고,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 DOT)로부터 관리되는 이 

기금은 대체 교통수단 프로그램(Transportation Alternatives Program)과 교통 혼잡 완화 

및 공기 질 개선 프로그램(Congestion Mitigation and Air Quality Improvement 

Program)에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 80%까지 프로젝트 관련 비용을 지원할 

에정이며, 나머지 20%는 프로젝트 후원자가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2018년 8월 16일부터 

이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서,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워크숍 일정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는 지역 경제 경쟁성과 지역사회 성장이 교통 

인프라에 관한 전략을 세우고 혁신적 투자를 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감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금은 프로젝트에 귀중한 자산을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촉진하고 

휴양 및 관광업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공기 질을 개선합니다.” 

 

Eliot Engel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통 체계를 현대화하는 것은 

21세기에 미국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사항입니다. 안타깝게도 Trump 

행정부(Administration)는 이 같은 교통수단 프로젝트를 촉진하여 모든 미국인이 

교통수단을 선택권을 갖도록 확장하고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주의 실행력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께서 뉴욕을 대체 교통수단 분야를 주도하고 계셔서 자랑스럽습니다.” 

https://www.dot.ny.gov/divisions/operating/opdm/local-programs-bureau/tap-cmaq


 

 

 

Nita M. Low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깨끗한 

공기와 대체 교통수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연방 기금을 잘 사용하고 계셔서 

기쁩니다. 하원 세출위원회(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의 간부 회원으로서 저는 

교통수단 대체 프로그램(Transportation Alternatives Program)과 교통 혼잡 완화 및 공기 

질 개선 프로그램(Congestion Mitigation and Air Quality Improvement Program) 같은 

계획에 탄탄한 기금을 지원하여 뉴욕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것입니다.”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뉴욕 지방자치 당국이 

보행자로와 레크리에이션 코스를 확장하고 교통량을 줄이며 공기 질을 개선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시에서 공기 오염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 중 하나로서 브롱크스는 몇십 년 

동안 혼잡한 교통과 대체 교통수단 선택권의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롱크스에서 공기 질을 개선하고 녹지 접근성을 

확장하는 작업을 항상 우선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공기는 더 깨끗해졌고 

브롱크스에는 더 많은 공원과 브롱크스 리버(Bronx River) 같은 지역이 많습니다. 

브롱크스인들은 더 나은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오늘 기금 발표로 

브롱크스와 뉴욕시 전역에서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Jerrold Nadler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이 걸어다니기 

좋고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돕고 우리 지역사회가 고유의 역사적 장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기금을 보장하여 거주민과 방문객들이 뉴욕을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신 연방 고속도로 관리부(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Carolyn B. Malon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공 투자입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우리 교통 체계를 개선하여 

사람들의 이동을 도울 뿐 아니라 동시에 공기를 청소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모든 뉴욕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똑똑한 접근 

방식입니다.” 

 

Gregory W. Meek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대중교통을 확장하면 공기가 더 깨끗해지며 도로 혼잡성이 완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뉴욕 

주민은 더 건강해집니다. 연방 고속도로 관리부(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가 

제공한 1억 달러와 뉴욕주 교통부(NYS DOT)의 시행은 연방 정부가 어떻게 핵심 

인프라를 만들고 개선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와 협력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순간을 볼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님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Joe Crowl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의 기후 변화 대처에서 주도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 주의 리더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장려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는 야심찬 인프라 프로젝트와 환경 보존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금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 재활성화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방법은 뉴욕의 미래에 투자할 때 중요한 

사항입니다.” 

 

Brian Higgin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연방과 주 기금을 사용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방치된 철도를 재구상하며 더 안전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좋은 기회입니다.” 

 

Paul Tonk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교통수단에 투자하면 뉴욕 

가정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통근을 개선하며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가족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역 리더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이 맡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가치 있는 개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Sean Patrick Malon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벨리(Hudson 

Valley)의 주민들은 재활성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뉴욕의 작은 

도시들에서 인프라는 낙후되어 잘 사용하기가 힘들며 대체 교통수단과 레크리에이션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방 기금이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보장되도록 

고속도로 법안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같이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힘 써주신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Adriano Espaillat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혜택을 

줄 깨끗한 대체 교통수단 프로젝트로 뉴욕의 인프라에 투자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오늘 

Cuomo 주지사님의 발표에 찬사를 보냅니다. 혁신 전략은 보행자 인도, 자전거 도로, 

레크리에이션 코스, 학교 주변의 안전한 보도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인프라를 확장하고 

도시 전역의 혼잡성과 가스 배출을 완화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와 미래에 개인 및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계속해서 촉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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