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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이스트 사이드 액세스 주요 공사의 완료를 발표 

  

100년 동안 롱아일랜드 철도의 최대 규모 확장을 위한 개막일 임박 

 

2018년 새로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건설 및 개발 혁신 프로젝트 접근 방식으로 2022년 

적기에 완공을 보장  

  

전기화될 제3 철도 및 비 여객 테스트 열차는 올여름 운행 시작 예정  

  

프로젝트의 초점은 전력 통신, HVAC, 보안 등과 같은 프로젝트 시스템의 테스트 및 

시운전으로 이동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스트 사이드 액세스(East Side Access)의 토목공사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아래의 새로운 350,000평방피트 여객 터미널에 

연결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메가프로젝트입니다. 이 터미널은 1950년대 

이후 미국에 세워진 가장 큰 신축 터미널이며, 100년이 넘는 시간 만에 이루어진 

롱아일랜드 철도의 첫 번째 확장입니다. 새로운 연결을 통해 맨해튼으로 향하는 

롱아일랜드 철도의 수용 규모를 두 배인 시간당 최대 24대 열차로 늘리고 퀸즈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이동 시간을 하루 40분 단축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트 사이드 액세스는 북미 최대의 교통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지역 교통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키는 110억 달러 규모의 대담한 

아이디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주요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이스트 사이드 액세스가 문을 열 것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수많은 이용객들을 위해 

맨해튼으로의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정부에서 근무하면서 어려운 

인프라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취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프로젝트 중 하나이지만, 그 완공은 미래 세대를 위한 뉴욕의 경제와 활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뉴욕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협력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건설 및 개발(Construction & Development)의 사장인 

Janno Lie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2018년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에 온 후 첫 번째 



 

 

작업 중 하나는 이스트 사이드 액세스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여 그 취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면서도 

저희가 추구할 방식을 점검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움이 맞닥뜨렸을 때 대응한 방식은 

프로젝트 완료 날짜를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을 

멈추고 이 프로젝트가 약속된 대로 2022년에 완료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의 접근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Cuomo 주지사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건설 및 개발 사장 Janno Lieber는 오늘 

프로젝트의 투어를 주도했습니다. 맨해튼 콘코스에는 거리 바로 아래 35만 평방 피트의 

롱아일랜드 철도 승객 전용 콘코스가 들어서며 이곳을 통해 매디슨 애비뉴(Madison 

Avenue) 주변의 새로운 입구, 25개의 소매점, WiFi 및 휴대전화 서비스, 새로운 예술 

작품 설치, 실시간 열차 정보를 표시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47 

매디슨 애비뉴의 입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전 본부 재개발의 일환으로 45 번가에 

지어졌으며 하루 1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시스템에서 가장 긴 182피트의 고층 에스컬레이터 17개가 파크 

애비뉴(Park Avenue) 140피트 아래에 있는 열차 터미널의 새로운 세계적 수준의 

콘코스와 메자닌 사이의 통근자들을 연결해 줍니다. 메자닌은 두 개의 플랫폼과 네 개의 

트랙이 있는 상위 열차 레벨과 비슷하게 두 개의 플랫폼과 네 개의 트랙이 있는 낮은 열차 

레벨로 이어집니다.  

 

열차는 이스트 리버(East River) 아래 63번가를 지나가면서 두 개의 트랙을 가진 새로 

활성화된 터널로부터 콘코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개의 트랙은 네 개로 

펼쳐지고, 두 개 층에서 여덟 개의 트랙으로 펼쳐집니다.  

 

퀸즈에서는 승무원들이 최대 300개의 철도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마당을 

건설했으며, 97개의 새로운 선로 스위치, 암트랙(Amtrak)이 사용하는 오버헤드 와이어를 

운반하는 295의 폴, 5개의 새로운 철교, 8,445 피트의 옹벽 등 북미에서 가장 혼잡한 

여객철도 교차로인 해롤드 인터로킹(Harold Interlocking)을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40마일 이상의 새로운 선로, 거의 13마일 정도의 새로 발굴한 

터널들을 포함하며, 44개의 환기 팬, 550마일의 케이블 및 975개의 보안 카메라, 열차 

제어 신호를 표시하는 15개의 오버헤드 갠트리, 신호 시스템이 포함된 선로와 14개의 

막사가 포함됩니다.  

 

원래 1960년대에 구상된 이 프로젝트는 199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2006년 퀸즈와 

맨해튼에서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트 사이드 액세스의 계약업체들은 

철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된 그랜드 센트럴에서의 폭파, 노던 블러바드(Northern 

Boulevard)와 퀸즈의 지하철 지상과 지하 모두에서 채굴, 북미에서 가장 혼잡한 열차인 

해롤드 인터로킹의 수용 인원 확대 등 수년간 여러 공학적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스트 사이드 액세스는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의 혼잡 해소와 더불어 이스트 

사이드 비즈니스 센터로 연결되는 새로운 링크를 제공하고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주변의 



 

 

일자리 증가를 지원함으로써 세계 경제에서 뉴욕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해롤드 인터로킹을 통한 운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어 북동부의 

이동객들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뉴욕시에서 롱아일랜드로 역 통근하는 옵션이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현실이 될 것이며, 이스트 미드타운(East Midtown) 및 메트로-노스 

철도(Metro-North Railroad) 고객은 롱아일랜드 철도 및 자메이카 에어트레인(Jamaica 

AirTrain)을 통해 JFK 공항으로의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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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c41c5-e1577882-beceb8f0-000babd9fa3f-9cc1efec5b7b33bc&q=1&e=533fec00-bc28-4e4b-9a09-de356ac282c0&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941877B074546A17852586E200602017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