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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에전역에전역에전역에 걸쳐걸쳐걸쳐걸쳐 철도철도철도철도 인프라에인프라에인프라에인프라에 1,63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보조금을보조금을보조금을보조금을 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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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보조금으로보조금으로보조금으로 3개의개의개의개의 철도철도철도철도 교량교량교량교량 및및및및 52마일에마일에마일에마일에 달하는달하는달하는달하는 철로철로철로철로 및및및및 편의편의편의편의 시설시설시설시설 개선개선개선개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 걸쳐 철도와 항구 개선 사업에 1,63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여객 및 화물 철도 지원 

프로그램(Passenger & Freight Rail Assistance Program)으로부터 온 이 보조금은 민관 

투자에 대한 추가 1,280만 달러를 활용하여 경제 개발을 지원할 뿐 아니라 주 전역에 

걸쳐 상품 운송에 매우 중요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 “뉴욕주 인프라에 계속 투자를 쏟아 붓고 이를 강화하는 것은 뉴욕주의 

향후 경제적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기존 상업 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신규 비즈니스 투자까지 유치하는 뉴욕주의 노화된 철도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뉴욕주는 경쟁 모집 과정을 통해 12명의 지원자들에게 1,63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 

투자는 철로 재건, 시설 확장, 철도 교량 수리 및 경제 개발 기회를 지원할 것입니다. 민관 

자금에서 추가 1,280만 달러는 주정부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Matthew J. Driscoll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교통부교통부교통부교통부 국장국장국장국장은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철도 및 항구 인프라에 대한 똑똑한 전략적 투자를 계속 쏟아 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물 상품 운송은 경제 성장의 견인을 돕고 뉴욕주 전역의 철도 및 

항만 시설의 개선은 뉴욕주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탄탄히 다져줄 것입니다.”  
 

보조금 수령자 및 수상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 

• CSX Transportation, Albany 카운티 - 350만 달러, 5.4마일에 달하는 주 철도 및 

철도 측선 증축.  

• Batten Kill Railroad Company, Inc., Washington 카운티 – 130만 달러, 기존 철도 

재건. 
 

Finger Lakes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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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ew, Lancaster & Western Railroad Co. of Batavia, Genesee 카운티 - 

930,120달러, 기존 창고 확장 공사. 

• Livonia, Avon & Lakeville Railroad Corporation of Lakeville, Monroe 카운티 – 

75만 달러, Genesee River 철도 교량 교체. 
 

Mohawk Valley 지역 

• Mohawk, Adirondack & Northern Railroad Corp. of Batavia, Oneida 카운티 - 

$895,200달러, Rome Industrial Track 업그레이드 및 재건 공사. 
 

뉴욕시  

• Long Island Rail Road, Queens 카운티 – 180만 달러 89번 Avenue 철도 교량 

재건 공사. 
 

North Country 지역  

• Ogdensburg Bridge & Port Authority, St. Lawrence 카운티 – 110만 달러, New 

York & Ogdensburg Railway Raquette River Bridge 재건 공사. 
 

Southern Tier 지역  

• New York, Susquehanna & Western Railway Corp., Broome 카운티 – 140만 

달러, Binghamton 소재 첨단 Rail Terminal 공사. 

• Tioga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Tioga 카운티 - 295,200달러, 

Waverly Trade Center에 건설된 철도 트럭 환승 시설 확장 공사. 
 

뉴욕주 서부 지역  

• Chautauqua, Cattaraugus, Allegany & Steuben South Tier Extension Railroad 

Authority, Cattaraugus 및 Chautauqua 카운티 – 160만 달러, 5개의 교량 구조물 

설치 및 수리. 

• Erie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Erie 카운티 – 200만 달러, 주 트랙 

연결 사업을 업그레이드하는 타이 교체 및 밸러스트 공사 완공. 

• New York & Lake Erie Railroad, Inc., Cattaraugus 및 Chautauqua 카운티 - 

732,768달러, South Dayton과 Cherry Creek 간의 철도 재건 공사. 
 

여객 및 화물 철도 지원 프로그램(Passenger and Freight Rail Assistance Program)은 

뉴욕주 투자를 개선하고, 화물 상품 운송을 강화하고, 주 전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자금은 안정성 개선을 위해 철도 및 교량 재건과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증설 추적, 그리고 철도 야드 및 항만 시설의 현대화 및 확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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