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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화물 운송 관련 프로젝트에 2억 6백만 달러 지원 발표  

  

이전에 발표된 고속 도로 화물 운송 관련 개선 프로젝트의 15억 달러 투자를 보완  

  

이번 투자, 주 전 지역의 시스템 안전성, 신뢰성, 경제적 경쟁력 향상시킬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역의 화물 물품 이동의 최적화 및 안전을 

전략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2억 6백만 달러의 새로운 주 및 연방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전국 고속 도로 화물 운송 네트워크(National Highway Freight Network)의 일부로 지정된 

뉴욕주의 1,200 고속 도로 마일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 이 자금은 경제적 경쟁력 강화, 

혼잡 해소, 화물 운송 비용 절감, 신뢰성 개선, 생산력 향상 등 기반 시설 및 운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2040년까지 뉴욕주 내에서 운송될 적재 톤수의 50% 증가 예상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지원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업의 효율적 움직임은 우리 주의 경제적 

경쟁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3백만 개 

이상의 화물 운송 관련 일자리와 우리 주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되는 상품의 해외 

수송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전역에서 운송 개선, 혼잡 해소, 

운송 비용 절감을 위한 기반 시설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화물 물품의 이동 및 안전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뉴욕주의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 자금은 주 전역에서 이전에 발표한 고속 도로 화물 운송 관련 개선 프로젝트의 1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보완합니다. 이 15억 달러 투자에는 뉴욕시 지역의 코지우스코 

브릿지(Kosciuszko Bridge)의 양쪽 경간 교체를 위한 8억 7,300만 달러, 캐피털 지역의 

87번 주간 도로/애디론댁의 새로운 올버니 공항 연결로/출구 3 구축을 위한 5,000만 

달러, 롱아일랜드 지역의 495 주간 도로에서 그래니 가로 가는 112번 도로의 기하 구조 

개선을 위한 5,580만 달러,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390/490 주간 도로 분기점의 재건을 

위한 6,310만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 도로 화물 운송 프로젝트는 뉴욕주의 첫 번째 종합적인 주 전역 화물 운송 

계획(Statewide Freight Plan)의 개발을 통해 구축되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준비한 주 전역 화물 운송 계획은 운영 및 물류, 창고 및 유통, 

적재 및 수령, 기반 시설 소유자 분야에 대한 각 주제별 다양한 공공 및 개인 전문가의 

광범위한 자문을 담고 있습니다. 주 전역 화물 운송 계획은 화물 운송 시스템의 중간기 

수요를 위한 계획 및 효율적인 장기적 발전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 기반 시설을 위한 좋은 

수리 개선의 현재 그리고 곧 다가올 시기의 상태를 다루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 지향적 계획은 뉴욕주의 필수적인 고속 도로 화물 

운송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운영 및 정책적 문제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프로젝트는 공회전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며, 화물 

차량 전기화를 위한 주지사의 노력을 보완합니다. 

  

전국 고속 도로 화물 운송 프로그램(National Highway Freight Program) 전체 프로젝트 

목록은 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rie Therese Dominguez 교통부 커미셔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화물 운송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례 없는 투자를 통해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고 주 전역의 사업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그의 헌신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프로젝트는 안전을 강화할 것이며 혼잡 완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 전략을 활용하는 뉴욕의 리더십을 지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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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자금 지원 발표는 뉴욕이 기반 시설을 강화하여 

결국은 우리의 경제적 기회와 번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전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중요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다뤄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투자를 통해 주 전역에서 화물 운송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하원 교통 위원회(Assembly Transportation Committee) 의장인 William Magnarelli 

하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물 상품 운반의 안전과 최적화를 전략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이러한 투자는 뉴욕주 전체에 긍정적인 것입니다. 혼잡 해소, 안전 강화, 

화물 운송 비용 절감은 우리 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결과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도로 안전을 개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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