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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메트로-노스 펜실베이니아 역 액세스 프로젝트 재개 발표  

  

코로나19 및 MTA 2020 자금 조달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중단 이후 프로젝트가 재개됨에 

따라 MTA 2020-2024 자본 계획의 대규모 진전 예상  

  

브롱크스의 헌츠 포인트, 파크체스터, 모리스 파크 및 코옵 시티에 네 개의 메트로-노스 

역을 건설할 기업을 선정하여 코옵 시티에서 펜실베이니아 역까지 통근 시간을 75분에서 

25분으로 단축, 헌츠 포인트에서 펜실베이니아 역까지 통근 시간 45분에서 16분으로 

단축  

  

연방 정부는 환경 평가 초안 공개를 승인했고 MTA는 45일 간 공공 의견 청취 기간 준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및 MTA 자금 조달 불확실성에 의해 

일시 중지된 메트로-노스 펜실베이니아 역 액세스 프로젝트(Metro-North Penn Station 

Access Project)의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세스 재개에 따라 새로운 메트로-노스 

철도역 네 개를 설계 및 건설할 기업을 선정하고 브롱크스 노선을 개선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뉴욕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3주 전인 2020년 2월 

프로젝트 입찰 자격이 있는 세 개의 컨소시엄이 전례없는 2020 2024 자본 프로그램 

자본 조달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과 

불확실성이 발생함에 따라 MTA는 자본 프로그램과 입찰 프로세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연방 정부가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하여 환경 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초안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MTA에 부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 코로나19 추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뉴욕의 미래 및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임상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노력을 다시 집중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메트로-노스와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을 연결하는 것은 오랫동안 뉴욕의 경제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가 교통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네 개의 신규 역사 건설을 담당할 기업 선정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여 브롱크스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맨해튼과 미드 허드슨 지역을 

연결하는 신규 통행로를 만들 것입니다."  

  



 

 

자본 프로그램(Capital Program) 자금 조달에 연방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MTA는 세 개의 컨소시엄에 대한 공식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MTA는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적인 환경 검토를 포함한 45일 공청 기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일반 대중은 모리스 파크 지역사회 연합(Morris 

Park Community Association) 및 브롱크스 유대인 지역사회 위원회(=Bronx Jewish 

Community Council) 등 브롱크스의 실제 대면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프로젝트 

문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MTA 건설 개발(MTA Construction & Development)의 Janno Lieb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비용 효율적인 자본 프로젝트는 신규 시설을 건설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기존 인프라를 통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새로운 메트로-노스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암트랙(Amtrak) 노선을 

재활용함으로써 일자리,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기회에 대한 이스트 브롱크스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메트로-노스 철도(MTA Metro-North Railroad)의 Catherine 

Rinaldi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메트로-노스 철도를 브롱크스를 

위해 개혁하는 매우 신나는 일입니다. “브롱크스의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 메트로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이용 승객이 많은 뉴 헤이븐 라인을 이용해 

고객에게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Cuomo 주지사는 2014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2015년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헌츠 포인트(Hunts Point), 

파크체스터(Parkchester), 모리스 파크(Morris Park). 코옵 시티(Co-Op City) 등 

브롱크스에 네 개의 메트로-노스 역을 건설합니다. 해당 역에서 정차하는 열차는 뉴 

헤이븐 라인(New Haven Line)의 연장 노선을 이용할 것이며, 이스트 브롱크스에서 

맨해튼 미드타운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와 코네티컷까지 철도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코옵 시티에서 펜실베이니아 역까지 통근 시간은 현재 75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헌츠 포인트에서 펜실베이니아 역까지의 통근 시간은 현재 45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됩니다.  

  

메트로-노스 열차는 암트랙이 소유한 철도를 사용합니다. 암트랙은 암트랙의 노스이스트 

코리도(Northeast Corridor) 열차가 오랫동안 이용했으며, 해당 열차는 중간에 정차 없이 

운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철도 노선을 업그레이드하고 인프라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지역 MTA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브롱크스에서 메트로-노스 서비스를 더욱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 중 하나입니다. 메트로-노스는 과거 뉴 헤이븐 라인(New Haven 

Line)을 이용하며 역에 정차했던 민간 철도에서 시작된 오래된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2017년 멜로즈 및 트레몬트에서 비성수기 및 주말 서비스를 실시하고, 2019년 맨해튼-



 

 

포드햄 서비스를 두 배로 확대했습니다. 과거 역 시설이 전혀 없었던 곳에 신규 건설된 

마지막 메트로-노스 역도 역시 브롱크스 지역인 양키스-이 153번가(Yankees-E. 

153rd Street)에 위치합니다. 해당 역은 2009년 3월 23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브롱크스 및 뉴 헤이븐 라인을 이용하는 메트로-노스 승객들은 펜실베이니아 역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역은 오랫동안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승객들에게 친숙했던 모습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모이니한 트레인 홀(Moynihan Train Hal)과 33번가 및 7번가의 신규 출입구가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 콘코스의 주요 구조를 구성하는 33번가 통행로의 

너비와 높이를 약 두 배 가량 늘리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역을 세계 최고 수준의 21세기 교통 허브로 전환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새로운 브롱크스 메트로-노스 역 건설과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역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은 MTA, 뉴저지 교통(NJ Transit) 및 암트랙 의 승객 공간을 하나의 더 

크고 간소화된 공간으로 통합하고 자연 채광을 활용하며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의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통 사막 

지역으로 간주되었던 노스이스트 브롱크스에 메트로-노스 역을 신설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큰 성과입니다.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노력해주신 선출직 공무원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브롱크스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며, 맨해튼으로의 이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코로나 봉쇄 이후 다시 재건 및 복구 노력을 기울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Ritchie Torr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중 교통 시스템은 우리 

경제의 중추이며 어떤 지역사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프로젝트가 다시 재개된다는 사실에 매우 기쁩니다. 저는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코로나 위기로부터 복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상호 연결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신 주지사와 그의 팀원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Jamaal Bowma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 네트워크를 확장 및 강화하는 

것은 더욱 나은 방식의 공평한 지역사회 구축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건설되는 네 

개의 기차역은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많은 사람들이 불편 없이 통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무실은 MTA와 열심히 협력해 왔으며, Cuomo 주지사 사무실과 

협력하여 브롱크스 가족들에게 이러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Jamaal Baile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트로-노스는 오랫동안 뉴욕시 

및 미드 허드슨 지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중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펜실베이니아 역까지 연결하는 것은 뉴욕의 대중 교통 발전을 위한 다음 



 

 

단계의 노력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중 교통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브롱크스는 제한된 인프라 투자로 인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으며, 대규모의 

인구가 거주하는 장소이지만 교통 불모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코옵 시티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너무 오랫동안 교통 불공정으로 인해 

고통받아왔습니다. 이번 메트로-노스 역이 완공을 통해 코옵 주민들은 더욱 안정적인 

신속한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의 미래를 위한 이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하여 Cuomo 주지사가 보여주신 확고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브롱크스 

전역에 네 개의 역이 운영을 시작하기를 고대합니다. "  

  

Michael Benedett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롱크스와 코옵 시티의 사람들은 

이번 발표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표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으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주지사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George Latimer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트로-노스 철도는 오랫동안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와 뉴욕시 간에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연결을 제공해왔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펜실베이니아 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우리 

카운티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매우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지지해주었습니다. 저는 끔찍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번 프로젝트 실행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수혜자는 웨스트체스터에서 맨해튼으로 이동하는 통근자뿐이 아닙니다. 

브롱크스에서 우리 카운티로 이동하는 주민과 기업, 가족들도 혜택을 입게 되며 우리 

지역의 상업 및 경제 개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브롱크스 자치구의 Ruben Diaz J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 교통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운송 수단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조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지역 전체의 인프라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헌신을 보여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브롱크스에서 대중 교통 

접근성을 확대하고 미드 허드슨 지역과 뉴욕시 사이의 경제 통로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  

  

지역 계획 협회(Regional Plan Association, RPA)의 Tom Wright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엑세스(Penn Access) 프로젝트는 

새롭게 수용 인원 증대, 연결성 및 회복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존 철도 인프라의 용도를 

변경하여 역사적으로 소외된 브롱크스의 지역사회에 중요한 대중 교통 자원을 제공하는 

훌륭한 프로젝트입니다. RPA는 지역사회 및 MTA와 협력하여 이러한 혁신적인 투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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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2f900a4-4d623879-12fbf991-0cc47aa8c6e0-09eef622a146676c&q=1&e=6aa71cd2-838a-47a1-81bb-be922401f4b2&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D1B435A8F1D69B77852586D4005F55AF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