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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과 장애인을 위해 사용할 2,870만 달러 기금 발표 

 

연방 기금이 기존 교통 서비스의 장벽을 제거하고 커뮤니티 이동성 대안 강화할 것  

 

8월 21일까지 이곳에서 지원금 신청서 접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기존 교통 서비스의 장벽을 제거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 및 장애가 있는 뉴욕 주민을 위해 대중교통 이동성 대안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2,870만 달러 규모의 연방 기금을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특히 노년층과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 기금으로. 뉴욕주 전역 

커뮤니티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금을 신청하고 대중교통 개선을 지원하여 뉴욕주 모든 지역의 뉴욕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주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주시기를 지자체와 기관에 권장하는 바입니다.” 

 

새 기금은 민간 비영리 기관과 지자체에 다음과 같은 기회를 부여합니다. 

 장애인 이용 버스 및 밴 구입,  

 이동성 관리 프로그램 시행,  

 이용자에게 이동 교육 및 지원 제공,  

 보도, 연석 절개(curb-cuts), 표지판 및 길찾기 안내판 기술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버스 정류장 장애인 편리성 개선. 

연방 교통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이 뉴욕주에 지원하고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과 관리하는 이 기금은 개선된 노년층 및 

장애인 이동성 프로그램(Enhanced Mobility of Seniors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Program (제 5310 항))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도 프로젝트 관련 비용의 

최대 80%, 이동성 관리 활동 및 지원 운영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연방 미지원 

http://www.dot.ny.gov/public-transportation/specialized-transportation/5310/section%205310-application-material


금액은 프로젝트 지원자가 부담합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2017년 8월 21일까지 

이 프로그램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원서, 프로그램 안내 및 웹 세미나 관련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Matthew J. Drisco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성을 증진시키려는 Cuomo 주지사님의 노력으로, 뉴욕주 어르신들과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노력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은 이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뉴욕주 발달장애인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의 Kerry A. Delaney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발달장애가 있는 뉴욕 주민들과 그 가족에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우리가 섬기는 주민들이 그들의 커뮤니티에 공헌하는 구성원으로서 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은 곧 

기회와 같습니다. 이동성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직업 교육에서부터 삶을 풍요롭게하는 서비스와 지원까지 다양합니다.” 

 

Greg Olsen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 (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이동성과 교통수단 이용이 

커뮤니티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 박수를 보냅니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이동성을 향상시킬 이 기금은, 개인을 커뮤니티 

일원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요 커뮤니티 자원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뉴욕주를 미국의 첫 번째 노년층 친화적 주로 만드려는 주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전역의 자격을 갖춘 기관들이 모든 뉴욕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줄 이 기금을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주도 지역 교통청(Capital District Transportation Authority)의 Carm Basile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프라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정부 전역의 이동성을 개선 및 강화하는 작업은 노년층 및 

장애인의 요구를 인지하고 계신 주지사님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주민들이 도시에 거주하는지 또는 뉴욕주 시골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기금은 이러한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http://www.dot.ny.gov/public-transportation/specialized-transportation/5310/section%205310-application-material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