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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INTERBOROUGH EXPRESS의 타당성 보고서 발표    

   

다음 단계에 브루클린과 퀸즈를 가로지르는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2022년 주지사가 
지시한 환경 검토 프로세스 포함   

   
타당성 연구의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프로젝트, 일일 8만 명의 승객을 수용하고 최대 17개의 지하철 노선과 롱아일랜드 
철도 연결   

   

종점-종점 이동 시간 40분 이하로 단축   

    

Kathy Hochul 주지사와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 의장 대행 겸 CEO인 Janno Lieber는 

오늘 브루클린과 퀸즈의 지역 사회를 무려 17개의 지하철 노선과 롱 아일랜드 철도 

도로로 연결하고 두 자치구 간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혁신적인 교통 

프로젝트인 Interborough Express의 1년 간의 타당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프라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Interborough 

Express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사람들을 가족과 친구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Interborough Express가 브루클린과 퀸즈를 연결하게 되어 통근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노선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노선 연결도 쉬워질 

것입니다. 타당성 연구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뉴욕 시민들을 위해 Interborough Express를 현실화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타당성 연구 결과를 통해 기존 화물철도 교통수단과 함께 여객수송을 수용하는 것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수요가 상당히 많으며, 가능한 운송수단 측면에서 버스 

쾌속 교통, 경전철, 재래식 중전철이 모두 옵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2022년 시정 연설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MTA의 다음 단계는 필요한 

주정부 및 연방 환경 검토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선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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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적절한 교통 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공공 참여도 포함됩니다.  

   

Interborough Express는 Brooklyn과 Queens를 통과하는 화물 철도인 Bay Ridge 

Branch의 기존 통행권을 사용하여 인종 및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Bay Ridge, Sunset 

Park, Borough Park, Kensington, Midwood, Flatbush, Flatlands, New Lots, 

Brownsville, East New York, Bushwick, Ridgewood, Middle Village, Maspeth, 

Elmhurst 및 Jackson Heights와 같은 인접 지역을 연결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현재 

서로 효율적인 연결이 부족한 이웃과 경우에 따라 맨해튼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연결이 포함될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를 받게 되는 10명 중 최대 7명은 유색인종 사회 출신이 되고, 

약 2분의 1은 차가 없는 가구 구성원이 되며, 약 3분의 1은 연방 빈곤층 150% 이하의 

가구에서 생활하는 개인들이 될 것입니다.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Janno Lie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TA 승객들은 

형평성을 증진하는 신뢰할 수 있고 광범위한 환승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이 

연구는 Interborough Express가 퀸즈와 브루클린에 사는 약 8만 명의 뉴욕 시민들에게 

일자리, 교육, 경제적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흥미로운 

사업을 주도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의 지도력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일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브루클린과 퀸즈의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 17개의 지하철 

노선(2,3,5,7,A,B,C,D,E,F,J,L,M,N,Q,R,Z)에 대한 잠재적 연결을 제공할 수 있으며, 

초기 연구에 따르면 평일 최대 80,000명의 승객과 연간 250만 명의 이용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루클린과 퀸즈 사이의 이동 시간은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최대 30분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서비스는 피크 시간대에는 최대 5분 동안 운행되고,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는 

최대 10분 동안 운행됩니다. 향후 환경, 계획 및 공학 연구의 일환으로 14마일 

간선로를 따라 있는 역의 수와 위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교통 기획자들은 새로운 

서비스가 크로스 하버 레일 화물 터널(Cross-Harbor Rail Freight Tunnel) 프로젝트와 

함께 작동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는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물 터널에 

대한 환경 검토를 완료하도록 Hochul 주지사가 항만 당국에 지시한 이유입니다. 철도 

서비스 증가와 트럭 교통량 감소는 해당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금 결정은 시행 당시 MTA 위원회가 책임을 지며, 표준 지하철 요금과 동등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nterborough Express는 운행 모드, 서비스 빈도, 역 위치 및 기존 화물 선로와의 

관계와 같은 요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향후 

환경 검토 및 설계 과정의 일부로 결정될 것입니다.   

  

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nterborough Express는 대중 

교통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던 많은 브루클린과 퀸즈 주민들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통 혼잡과 오염을 줄이면서 매일 최대 8만 명의 뉴욕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MTA는 뉴욕시를 

움직이는 엔진이며, 저는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Jerry Nadl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nterborough Express는 브루클린과 퀸즈의 

소외된 지역까지 교통을 확장할 잠재력이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로스 하버 레일 화물 터널(Cross-Harbor Rail Freight Tunnel) 프로젝트와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해야 하며, 이 프로젝트는 마침내 거리에서 트럭을 없애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철도 네트워크로 우회시켜 뉴욕 대도시 지역을 전국 화물 철도망에 연결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함께 교통 형평성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초당적 인프라법의 새로운 연방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두 프로젝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 Kathy Hochul 

주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뉴욕 시민들을 위한 교통 수단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동안 그녀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시 Eric Adams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nterborough Express는 절실히 

필요한 경제 개발뿐만 아니라 환승소가 없는 곳에 사는 뉴욕 시민들에게 더 큰 

연결성을 제공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창의적인 제안이자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미들 빌리지에서 미드우드에서 

브라운스빌과 과 부시웍까지 수십만 명의 잠재 승객에게 통근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내며, 브루클린과 퀸즈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 이니셔티브에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브루클린 자치구 Antonio Reynoso 구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치구의 

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에 절실히 필요한 연결을 제공하고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되살려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 주민들을 이전에는 접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교육 및 일자리 기회와 연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기대됩니다. 저는 

주지사 및 주지사 팀과 협력하여 시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계획 과정에 지역사회가 

포함되도록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퀸즈 자치구 Donovan Richards 구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 공동체, 특히 

퀸즈와 브루클린과 같이 크고 다양한 도시 공동체의 활력은 대중교통 시스템의 



신뢰성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자치구의 너무 많은 가정과 그들이 

집이라고 부르는 지역 사회에게 퀸즈와 브루클린 사이를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동할 수 없었던 것은 경제적 복지에 불필요한 손해였습니다. 저는 브루클린과 

퀸즈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춰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내며, 각 자치구의 

수천 명의 퀸즈와 브루클린 가정을 새로운 고용 기회에 연결시켜 주는 동시에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주는 Hochul 주지사의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Joseph P. Addabb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의 비전과 

수천 명의 뉴욕 시민에게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이곳 퀸즈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Interborough Express는 대담한 노력이며, 저는 

향후 이 노선에 근접하여 거주하게 될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와 협력하는 것 외에도 환경 검토 과정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Andrew Gounarde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nterborough Express는 남부 

브루클린과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환승 수단이 부족했던 모든 브루클린과 퀸즈 

커뮤니티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것은 Bay Ridge부터 Jackson Heights에 이르는 

내내 경제적, 문화적 기회를 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수십만 명의 뉴욕 시민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뉴욕 시민들이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경력을 쌓고, 

지역사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회복의 열쇠가 될 것이며, 저는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 및 MTA와 계속 협력하고 싶습니다."  

  

Kevin Park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브루클린과 퀸즈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계층 커뮤니티는 다른 도시를 위해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지하철 노선도에 의해 소외되고 간과되어 왔습니다. 주지사가 제안한 Interborough 

Express의 현재 지하철 시스템 확장 계획은 전향적인 사고이며, 아메리칸 드림을 보다 

쉽게 달성하고 뉴욕시를 더욱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Roxanne Persau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의 이 대담한 

계획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Interborough Express는 환승역이 없는 지역사회에 특히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이동 계획의 유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더 많은 환승 옵션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Julia Salaza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nterborough Express는 브루클린과 

퀸즈에 있는 우리 지역사회가 통근하고 도시의 나머지 지역과 소통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지사의 계획은 매일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뉴욕 

시민들의 심각한 요구와 우려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계획이 진전되어 인접 

지역에서 현실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atalina Cru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nterborough Express는 대중교통을 

늘리고 교통 체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환경적 영향을 해결할 수 있는 고유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타당성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혜택을 받게 되는 지역사회 대부분은 

노동자 계층과 가난한 유색인종 뉴욕 시민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관철되도록 Hochul 주지사와 그녀의 행정부, 그리고 

MTA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심을 보여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주지사님께서도 의뢰하신 환경 연구 결과를 기대합니다."  

  

Jessica González-Roja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nterborough Express 

프로젝트에 대한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며, 교통 시스템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구하면서 인종적 형평성을 집중시킴으로써 더 나은 도로 건설을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뉴욕시에는 환승역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 많고, 이러한 특징은 단지 서로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단절시킬 뿐입니다. 

Jackson Heights 주민들이 이 프로젝트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됩니다. 연방정부의 검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자치구와 지역사회를 더 잘 연결할 

수 있는 우리 도시의 미래 교통수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Helene Weinste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중 교통수단에서 

소외되었던 수천 명의 제 지역구들을 대표하여, Interborough Express 라인을 

건설하는 제안된 계획에 감격스럽습니다. 이 중요한 노선은 통근자들에게 새롭고 빠른 

기회를 제공하고 퀸즈와 브루클린 사이의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저는 변함없는 

헌신을 보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 시의회 Adrienne Adams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브루클린과 

퀸즈를 연결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erborough Express는 추가적인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약 90만 명의 

주민과 26만 명의 근로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리더십과 비전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Interborough Express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뉴욕시 의회 Robert Holden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님께서 

이 계획을 다시 살피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고무되었고, 퀸즈에 대해 생각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가장 다양한 사람들과 가장 다양한 요구를 가진 유일한 

자치구입니다. 그러한 요구 사항 중 하나는 더 나은 대중교통입니다. 제 지구에는 

대중교통의 공백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통근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웃의 모든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든 측면을 조사하기 위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며, Hochul 지사님과 관계된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뉴욕시 의회 Shekar Krishnan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퀸즈의 Elmhurst와 

Jackson Heights를 포괄하는 제 구역은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도시 전역에서 자전거, 

버스, 지하철로 배달원, 의료 종사자, 교사들을 보내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퀸즈와 브루클린 주민들에게 더욱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지역사회에서 Interborough Express가 진행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뉴욕주 건축 및 건설업 위원회(New York State Building & Construction Trades 

Council) 위원장 겸 그레이터 뉴욕 건축 및 건설업 위원회(Building &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 위원장인 Gary LaBarbe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간의 연결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중산층 경력을 쌓고 그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려 깊고 효과적인 인프라 

계획에 착수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Interborough Express는 향후 몇 년 

동안 뉴욕 교통 인프라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우리는 Hochul 주지사의 비전, 

리더십, 그리고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전시키려는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역 계획 협회(Regional Plan Association)의  Kate Slevin 총괄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계획 협회는 Hochul 주지사와 MTA가 1996년에 처음 제안된 RPA의 

Triboro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Interborough Express에 대한 초기 연구를 마친 것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Interborough Express는 뉴욕의 교통 형평성, 경제 발전, 기후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그 경로가 17개의 지하철 노선 및 

롱아일랜드 철도 도로와 많은 자동차 의존적인 환승역이 부족한 지역을 연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Interborough Express는 브루클린과 퀸즈 사이의 첫 직통 교통 연결을 

완료함으로써 맨해튼 중심의 교통 시스템에서 벗어나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모델로 나아가는 기념비적인 진전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선출된 공무원, 지역사회 및 기업 단체와 공공 및 민간 회의 내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엄청난 지원을 보았습니다."  

  

뉴욕 빌딩 총회(New York Building Congress)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Carlo A. 

Scissu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적인 뉴욕은 21세기 사람들의 이동 방식을 

반영하는 대중 교통 옵션을 선택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 MTA 타당성 연구는 뉴욕시 

주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뉴욕 경제의 미래를 대표하는 브루클린과 퀸즈를 

더 잘 연결하는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뉴욕 빌딩 총회는 Janno Lieber의 지도 하에 

Interborough Express와 같이 혁신적이고 과감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우선시해 준 

Hochul 주지사와 MTA에게 찬사를 보내고 감사를 표합니다."  

  

승객 연맹(Riders Alliance) 선임 조직 위원장인 Mayra Aldás-Decker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nterborough Express는 브루클린과 퀸즈의 수백만 명의 승객들에게 

환승 형평성을 제공하려는 크고 대담한 발걸음입니다. Hochul 주지사의 비전적인 

제안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뉴욕 교통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확장을 나타냅니다. 

Interborough Express는 오래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밀집된 수십 개의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직장, 교육, 의료 및 기타 필수적인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Transportation Alternatives의 Alternatives Danny Harris 전무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위기와 싸우고 지역사회를 더 큰 경제적 기회와 연결하기 위해 

뉴욕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에 투자해야 합니다. Interborough Express는 뉴욕시를 

더욱 평등하고 탄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감한 투자의 한 예입니다. 

우리는 Hochul 주지사 및 이곳 도시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뉴욕 시민들에게 

자동차에서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이동 방법으로 이동 수단을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계속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ri-State Transportation Campaign의 Renae Reynolds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브루클린과 퀸즈가 교통 혼잡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악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교통 수단을 도입하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발표에 

찬사를 보냅니다. 시와 주정부 모두 환승역이 부족한 곳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이는 더 많은 형평성 있는 교통 네트워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Interborough Express가 통근 철도 및 화물 네트워크, 특히 

MTA의 Pen Station Access 프로젝트 및 항만청의 Cross Harbor Freight 프로젝트와 

어떻게 통합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함께 지역적 접근성, 자동차와 

트럭의 배출량 억제, 분주한 도로에서 혼잡을 줄이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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