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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새로운 엘몬트 LIRR 역 개장 발표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LIRR 역이 개장됨  

  

이벤트 당일 UBS 아레나에 서비스 제공  

  

동행 승강장이 먼저 개장하고, 서행 승강장이 2022년에 개장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자 MTA 뉴스 컨퍼런스의 동영상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신설된 LIRR역인 롱아일랜드 

철도 엘몬트역(Long Island Rail Road Elmont Statio)이 11월 20일 토요일에 개통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비스 시작은 UBS 아레나에서 열리는 뉴욕 아일랜더스의 첫 

홈 경기와 동시에 시작될 것입니다. 엘몬트역은 처음에는 뉴욕 아일랜더스의 새로운 

집인 UBS 아레나와 인근의 벨몬트 파크까지 동쪽 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크고 더 나은 교통 인프라가 건설되어 뉴욕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때마침 아일랜더스의 시즌 개막식에 맞춰, 5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LIRR 역의 운행이 시작되는 것은 롱아일랜드 주민들에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양질의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제 행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할 

프로젝트입니다."  

  

Benjamin 부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엘몬트역은 뉴욕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를 후퇴시켰던 곳에서 재건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공은 롱아일랜드의 승리이며 대중 교통 투자의 흥미진진한 

미래가 될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행 승강장이 개통되면 내년 여름 역의 운행 서비스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 때 역은 

지역 사회에 연중 상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UBS 아레나와 벨몬트 공원에서 열리는 

행사를 오가는 서쪽 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벨몬트 동쪽의 헴스테드, 

오이스터베이, 포트 제퍼슨, 론콘코마 지역에 거주하는 롱아일랜드 주민들은 환승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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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행사장으로 가는 대중교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사 참가자 수가 증가하여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승강장이 모두 완공되면, 새로운 역은 캐노피가 있는 12칸 길이의 고급 승강장 2개와 

미국 장애인법을 준수하는 엘리베이터, 육교, USB 충전소, 안내 데스크, 보안 카메라, 

기차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광판, 와이파이, 겨울 폭풍 동안 눈과 얼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 플랫폼 콘크리트에 내장된 최첨단 방빙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MTA 회장 대행 및 최고경영자인 Janno Lie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회복을 

지속함에 따라, 아름답고 현대적인 이 새로운 역은 고객들에게 최첨단 UBS 아레나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역은 뉴욕 

아일랜더스 게임, 콘서트,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날 모든 환상적인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과 안락시설을 제공하며, 이는 대중 교통으로 돌아가도록 장려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커미셔너 대행, 대표 겸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뉴욕 미래 경제 성장의 핵심입니다. 출퇴근에서부터 지역을 탐험하는 것, 

벨몬트 파크에 있는 UBS 아레나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엘몬트 LIRR 역은 뉴욕 시민들의 통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IRR의 운영부 수석 부사장인 Rob Fre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엘몬트 역은 

LIRR이 대중 교통을 개선하고 확장하여 사람들을 차에서 내려 우리 기차에 태우면서 

앞으로 다가올 더 안전하고 푸른 롱아일랜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신설한 LIRR 역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아일랜더스와 콘서트 팬을 

위해 놀라운 새 UBS 경기장으로 기차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쇼, 쇼핑, 

식사와 같은 다른 명소를 위해 기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MTA 이사회 구성원이자 Long Island Rail Road Commuter Council의 회장인 Gerard 

Bringman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40여 년 만에 LIRR에 신설된 역을 환영하게 

되어 기쁩니다. 엘몬트역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최신 스포츠 장소와 

엔터테인먼트 목적지로 가는 최고의 길일 뿐만 아니라, 엘몬트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기 통근 역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역 주민들과 스포츠 팬들에게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롱 아일랜드의 경제적 

부양책입니다."  

  

Todd Kaminsk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신설된 역인 

엘몬트 LIRR 역은 엘몬트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새롭고 친환경적인 대중 교통 수단을 

갖게 될 지역 주민과 팬 모두에게 큰 승리입니다. 사실, 역 없이 경기장을 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롱아일랜드에서 크게 생각하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nna M. Kapl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엘몬트역은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한 투자로 아일랜더스 팬들이 기차를 타고 경기장에 갈 수 있게 

하고 마침내 인근 주민들에게 LIRR 간선 전일제 정차권을 줄 것입니다. 완전히 

완공되면, 이 새로운 역은 우리가 롱아일랜드의 인프라에 투자할 때 성취할 수 있는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며, 팬데믹 내내 나타나 제시간에 예산에 맞게 일을 해내려는 

모든 노동자들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Leroy Comrie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항상 대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길을 주도해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50년 만에 첫 역사가 완공이 임박함에 

따라, 그 유산은 엘몬트 LIRR 역과 함께 계속됩니다. 기업, 당국 및 위원회(Corporations, 

Authorities and Commissions Committee)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저는 지속적으로 

MTA와 그 관계자들에게 우리 주 전체의 교통수단을 재인식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MTA/LIRR이 이 비전에 대해 수용하면서도 전체 과정에 걸쳐 커뮤니티의 직접적인 

투입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환경, 지역 이웃의 무결성 및 삶의 

질을 보호하고 혼잡을 완화하며 완전한 ADA 접근성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대중 교통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모두 새로운 엘몬트 역이 우리가 과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벤치마크입니다. 제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역사가 결실을 

맺도록 협력해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 Janno Lieber MTA 의장 대행 겸 CEO, Phil 

Eng LIRR 사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Clyde Vane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때 

이루어낼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나소 카운티와 퀸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경제적 기회에 대해 흥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파트너가 생겨서 기쁘고 토요일이 

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저는 시즌 티켓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특히 

기대됩니다!"  

  

Michaelle Solag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신설된 

LIRR역인 엘몬트 LIRR역을 공식적으로 개장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벨몬트 재개발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주변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기차역이 이 프로젝트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21세기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주신 Kathy Hochull 주지사와 MTA에 감사드립니다. 방문객, 통근자, 지역사회 

모두 이 롱아일랜드 철도 이니셔티브(Long Island Rail Road initiative)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뉴욕 아일랜더스(New York Islanders) 공동 소유주인 Jon Ledec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는 UBS 아레나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는 하키와 음악 

팬들에게 필수적인 교통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손님들이 가능한 한 항상 

기차를 타도록 권장합니다. 기차는 우리의 새로운 최첨단 장소에 도착하는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역에는 혼잡 시간에는 약 30분 간격, 비혼잡 시간에는 한 시간 간격으로 열차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벨몬트 경마장 북쪽 2,860개의 주차 공간이 있는 

주차장은 통근자와 경기장 이용자가 공유하게 됩니다.  

  

이동 옵션  

사람이 어느 방향에서 오느냐에 따라 UBS 아레나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이 세 

개 있습니다. 엘몬트역 서행 승강장이 2022년에 개통될 때까지, 이 행사를 오가는 

노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해튼, 브루클린 및 퀸즈(펜역, 자메이카, 큐 가든, 포레스트 힐스, 우드사이드)에서 

오는 고객  

  

UBS 아레나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옵션 1  

1. 헴스테드행 기차에 탑승하여 엘몬트역에서 하차합니다.  

2. UBS 아레나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로 갈아타거나 도보(10분)로 이동합니다.  

옵션 2  

1. 자메이카에서 정차하는 동행 열차를 타고 자메이카역에서 하차합니다.  

2. 자메이카에서 벨몬트 파크행 기차를 타고 UBS 아레나에 인접한 벨몬트 

파크역에서 하차합니다.  

  

UBS 아레나 방향에서 이동할 경우  

옵션 1  

1. 가까운 벨몬트 파크 역까지 도보로 이동합니다.  

2. 자메이카행 서행 열차(행사 후 출발 예정 열차 두 대)에 탑승하여 펜역과 

애틀랜틱 터미널 방향으로 가는 열차로 환승합니다.  

옵션 2  

1. 퀸즈 빌리지 역까지 가는 무료 셔틀 버스를 탑승하고 펜 역과 애틀랜틱 터미널로 

가려면 서행 열차로 환승합니다.  

  

포트 제퍼슨 지점과 론콘코마 지점에서 이동하는 고객  

  

UBS 아레나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1. 서행 기차에 탑승하고 퀸즈 빌리지 역에서 하차합니다.  

2. UBS 아레나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로 환승합니다.  

  

UBS 아레나 방향에서 이동할 경우  

옵션 1  

1. 퀸즈 빌리지 역으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탑승합니다.  

2. 동행 헌팅턴/포트 제퍼슨 또는 론콘코마 행 열차로 환승합니다  

옵션 2  

1. 가까운 벨몬트 파크 역까지 도보로 이동합니다.  



2. 자메이카행 서행 열차에 탑승합니다.  

3. 동행 헌팅턴/포트 제퍼슨 또는 론콘코마 행 열차로 환승합니다.  

  

햄스테드 지점에서 이동하는 고객  

  

UBS 아레나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1. 서행 기차에 탑승하고 퀸즈 빌리지 역에서 하차합니다.  

2. UBS 아레나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로 환승합니다.  

  

UBS 아레나 방향에서 이동할 경우  

1. 엘몬트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타거나 도보(10분)로 이동합니다.  

2. 동행 헴스테드행 열차로 환승합니다.  

  

오이스터 베이 지점에서 이동하는 고객  

  

UBS 아레나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1. 서행 열차를 타고 미네올라 역에서 하차합니다.  

2. 서행 전동 열차로 환승하고 퀸즈 빌리지 역에서 하차합니다.  

3. UBS 아레나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로 환승합니다.  

  

UBS 아레나 방향에서 이동할 경우  

옵션 1  

1. 퀸즈 빌리지 역으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탑승합니다.  

2. 포트 제퍼슨이나 론콘코마행 열차로 환승하여 미네올라에서 하차합니다.  

3. 오이스터 베이행 열차로 환승합니다.  

옵션 2  

1. 가까운 벨몬트 파크 역까지 도보로 이동합니다.  

2. 자메이카행 서행 열차에 탑승합니다.  

3. 이스트행 오이스터 베이 지점 노선으로 환승합니다.  

  

바빌리온, 파 록어웨이, 몬탁, 롱비치 및 웨스트 햄스테드 지점에서 이동하는 고객  

  

UBS 아레나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옵션 1  

1. 서행 기차를 타고 자메이카 역에서 하차합니다.  

2. 헴스테드행 열차로 갈아타시고 엘몬트역에서 하차합니다.  

3. UBS 아레나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로 갈아타거나 도보(10분)로 이동합니다.  

옵션 2  

1. 서행 기차를 타고 자메이카 역에서 하차합니다.  

2. 벨몬트 파크행 열차로 환승하고 UBS 아레나에 인접한 벨몬트 파크 역까서 

하차합니다.  

  



UBS 아레나 방향에서 이동할 경우  

1. 가까운 벨몬트 파크 역까지 도보로 이동합니다.  

2. 자메이카행 서행 열차에 탑승합니다.  

3. 목적지로 가는 동쪽행 열차로 환승합니다.  

  

접근성  

벨몬트 파크 역은 경사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엘몬트 역은 경사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퀸즈 빌리지 역은 각 승강장 동쪽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금  

LIRR은 고객들이 직원이 있는 티켓 윈도우, 티켓 머신, 무료MTA eTix 앱에서 엘몬트 

역까지의 왕복 티켓을 미리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헌팅턴/포트 제퍼슨, 론콘코마, 

오이스터 베이 또는 햄스테드 지점에서 이동하는 경우 직접 여행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자메이카를 경유하거나 여행을 완료하기 위해 무료 셔틀 버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출발지와 3개 역(벨몬트 파크, 엘몬트, 퀸즈 빌리지) 사이의 

모든 유효한 노선에서 티켓이 적용됩니다.  

  

페어 존 4가 포함된 월 승차권이 있는 사람들은 세 개의 역을 통해 경기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UBS 아레나에서 곧 진행하는 행사  

UBS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 이벤트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서비스 관련 질문은 LIRR TrainTime 앱을 통해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채팅을 주고받으십시오. 상담원과 통화하려면 511 또는 718-217-LIRR(718-217-

5477)로 전화하고 안내 메시지가 시작되면 "대리인"이라고 말하십시오. 자동 일정 

정보는 7일 24시간 연중무휴 이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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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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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new.mta.info%2Fmta-etix&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54cf84f021d400e511f08d9a93011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684618834804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vqTqMax5w7vegL6KESOq50L4mRzYd3dKI5Hjh0wZgX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new.mta.info%2Fdocument%2F19751&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54cf84f021d400e511f08d9a93011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684618834804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aGeaFXZGToznPp2St8qfkDkloH608Vr%2B0QU6P5EZIE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new.mta.info%2Fdocument%2F19751&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54cf84f021d400e511f08d9a93011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684618834804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aGeaFXZGToznPp2St8qfkDkloH608Vr%2B0QU6P5EZIE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ubsarena.com%2Fevents%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54cf84f021d400e511f08d9a93011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684618835800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NYOOiAlAClp5VHa%2Fv0Xe2ez8siWZr%2FI5uYkgdZo2C9s%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pp.mylirr.org%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54cf84f021d400e511f08d9a93011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684618836796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JSb1wzgnAA4cHLT0uB5xdZel0Il1FLxD5OqcyqoDkm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pp.mylirr.org%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54cf84f021d400e511f08d9a93011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684618836796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JSb1wzgnAA4cHLT0uB5xdZel0Il1FLxD5OqcyqoDkm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54cf84f021d400e511f08d9a93011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684618836796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dAHs%2B6CQeh3zqa8Cqd2BXy0jDe8AYzvvi7qMsQ2D8tM%3D&reserved=0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