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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깨끗한 공기 및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프로젝트에 9,870만 달러 자금 지원 

발표 

 

이 자금은 Clean Air Act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 당국에 지원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lean Air Act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거나 교통 혼잡을 

줄이는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자전거, 보행자, 다용도 도로와 교통수단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9,870만 달러 자금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경쟁적인 제안 

프로세스와 공공의 이익, 공기 질 개선 및 혁신성을 포함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될 

것입니다. 

 

“필요한 개선을 지원하고 우리의 도로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이 자금 지원은 시의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는 현재 시, 타운 및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투자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선은 자전거 및 바이크 이용자와 보행자를 위해 우리의 대중교통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동시에, Clean Air Act 기준 충족 요건에 한발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반드시 노면 교통 시스템과 관련있어야 하며,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되어야 

합니다. 모든 시 혹은 비영리단체가 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프로젝트는 시나 주의 

후원을 받거나 혹은 연방 교통 기금의 지원을 받는 공공 기관의 후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사용할 수 있는 인도 추가 설치, 새 자전거 및 보행자 시설 

건설, 버려진 철도 보수 및 보존, 교통 신호 및 교통 흐름 개선 교차로 강화, 교통량을 피크 

시간이 아닌 시간대로 분산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분산하는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통부국장 Matthew J. Drisco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기 질 개선,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홍보 및 지역사회 경제 촉진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이 지원금을 사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께서 이 심각한 교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존부국장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현명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경제 

발전과 공공 보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신 주지사님의 뉴욕 주 환경보호에 대한 

헌신에 기반합니다. 이 지원금은 뉴욕 시 전역의 지역사회를 깨끗하고 청정하게 만드는 

혁신적 해결책을 낼 것입니다.” 

 



하원 에너지 상업 위원회의 원로 멤버이자 하원의원인 Eliot Eng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lean Air Act 통과 이후로부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한다면 특히 

대도시 지역 주민의 경우 상당한 보건 및 환경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뉴욕 시에서 가장 천식 질환 관련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많은 곳 중 하나인 

Bronx를 대표합니다. 나쁜 공기의 주요 발생 원인은 과도한 차량 배기가스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여 탄소 라벨을 줄이는 노력에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기후 변화 

문제를 포함하여, 이 문제는 더 나빠지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뉴욕 

주의 깨끗한 공기와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프로젝트 지원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의회 차원에서 비슷한 지원과 자금 모금에 노력할 것입니다.” 

 

하원 세출 위원회의 간부 회원이자 하원의원인 Nita M. Low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방 고속도로 기금은 교통 혼잡을 진정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 보건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허드슨 밸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연방 고속도로 관리부로부터 주에 지원되고, 뉴욕 시 교통부로부터 관리되는 이 기금은 대체 

교통수단 프로그램과 교통 혼잡 완화 및 공기 질 개선 프로그램에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 80%까지 프로젝트 관련 비용을 지원할 에정이며, 나머지 20%는 프로젝트 후원자가 

지원할 것입니다. 

 

하원의원 José E. Serran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의 

지지자로서, 저는 Cuomo 주지사님의 깨끗한 공기 및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역 기관에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그 

이익을 통해 Bronx의 중요 분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기회를 얻기를 장려하고 싶습니다.” 

 

하원의원 Joe Crow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는 우리 지역사회의 동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행자와 자전거 및 바이크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도 이에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원금은 도로 공유 경험을 강화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프로젝트에게 교통 혼잡을 줄이고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연방 재정 지원을 얻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이 수백만 

뉴욕 시민에게 가져올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원의원 Brian Higgi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 자전거 도로, 최신 교통 신호등과 같은 

교통수단 프로젝트와 낡은 철도 교체에 투자하면 기존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지역이 제공하는 것에 감사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보행 가능 지역 확충, 삶의 질 

개선 및 환경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가 이 연방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원의원 Paul Tonk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프라 소모를 줄이고 도로 

혼잡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를 위해 워싱턴에서 계속 일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원의원 Sean Patrick Malon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함께 일하면서 



지역 교통수단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었고, 우리 이웃과 방문객들이 도로와 인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옵션을 확장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하원의원 Elise Stefanik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매기면 지역사회의 

혼잡을 줄일 수 있고 또 교통수단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 북부의 생명입니다. 환경친화적 대체 교통수단 지원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방 

차원에서 우리 북부의 보물을 보호하는 일에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하원의원 Lee Zeld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원 교통 인프라 위원회의 멤버로서, 양 당의 

협조 하에, 대체 교통수단 프로그램에 매년 8억 3,500만 달러의 지원을 보장하는 2015년 

노면 교통 예산 내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8억 5,000만 달러로 증가할 

예정이며, 롱 아일랜드의 자전거 이용량 증대와 보행 가능 지역 확충에 중요한 자금이 될 

것입니다. 2014년, 첫 하원의원 선거구는 연방 매칭 펀드로부터 이 프로그램을 통해 480만 

달러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는 새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롱 아일랜드의 기존 도로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또한 학교 

도로 안전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학교 지역 내의 갈라진 도로, 안전하지 않은 

교차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를 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의 도로, 고가도로 

및 다리는 롱 아일랜드 경제, 삶의 방식 그리고 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주와 시 

정부가 우리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고, 유연성을 갖추며, 교통 안전, 

일자리 창출, 경제 전반과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계속적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뉴욕 주 교통부는 2016년 10월 21일부터 이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신청서, 워크숍 일정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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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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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dot.ny.gov/TAP-CMAQ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