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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7년의 24번째 시정 제안 발표: 롱아일랜드를 변혁하기  

위한 1억 6,000만 달러 투자 

 

16개의 LIRR 역을 향상시키고, 맥아더 공항 (MacArthur Airport) 및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와의 시스템 연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억 2,000만 달러 투자 

 

경제 성장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 지구 인프라에 대해 4,000만 

달러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롱아일랜드에서의 변혁적 프로젝트들에 1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16개 역에 최첨단 향상 조치를 

취하고 맥아더 공항에 있는 신규 터미널 및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에 있는 신규 

정류장과의 시스템 연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LIRR (Long Island Rail Road)에 대해 

1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조치, 그리고 Smithtown 및 Kings Park에서의 경제 성장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게 될 하수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4,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혁적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롱아일랜드의 회복력과 강점에 

기여하고, 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이 주요하고 

변혁적인 투자는 이 지역의 미래 회복력 및 강점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향상된 LIRR 

역들은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 잘 연결될 것이며,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물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고 경제 성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업 활동을 추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향후 세대들을 

위해서 보다 강력한 롱아일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와 자원을 롱아일랜드에 

구비시킵니다.” 

 

작년에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뉴욕주는 롱아일랜드에서 다양한 방면의 변혁적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5,000만 달러 규모의 Hofstra University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 허브부터, 5,000만 달러 규모의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와 2,500만 달러 규모의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Center for 

Therapeutics Research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나소와 서퍽 카운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자극하기 위한 현명한 투자들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강화하기 위해서, Cuomo 주지사는 롱아일랜드에서의 

변혁적 프로젝트들에 대해 추가로 1억 6,000만 달러의 투자를 제안합니다. 

 

철도역 향상 조치 및 맥아더 공항과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를 LIRR에 

연결하는 조치 

 

Cuomo 주지사는 LIRR 역들을 향상시키고 시스템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1억 2,000만 

달러 투자를 제안합니다. MT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가 이 투자 중 

3,500만 달러를 부담할 것입니다. 

 

8,000만 달러는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6개의 중요 LIRR 역들에서 500만 달러 

규모의 주요 향상 조치에 투자될 것입니다. 역 업그레이드에는 신규 시설, Wi-Fi, 충전소, 

공공 예술, 새로운 플랫폼 대기 구역, 전반적인 역 리노베이션 및 향상된 신호 시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향상 조치들은 각 역의 필요사항에 맞춤 설정되고, 운영에 

최소한의 지장만을 주면서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6개 역은 아래와 같이 카운티별로 세분됩니다. 

 

나소 카운티 역:  

 Great Neck 

 Bellmore 

 Stewart Manor  

 Valley Stream 

 Baldwin 

 Merrick 

 Syosset 

 Farmingdale 
 
 

서퍽 카운티 역:  

 Northport 

 Stony Brook 

 Port Jefferson 

 Wyandanch 

 Deer Park 

 Brentwood 

 Ronkonkoma  

 East Hampton 
 
 

2,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에서 롱아일랜드의 

혁신 회랑 지대의 중심부에 있는 LIRR Ronkonkoma Branch에 역을 추가할 것입니다. 

 

추가로 2,000만 달러가 LIRR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맥아더 공항의 신규 

터미널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경제 성장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업 지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 

 

Cuomo 주지사는 Smithtown 및 Kings Park에 있는 사업 지구들에서 경제 성장, 환경적 

지속 가능성 및 수질을 지원하기 위한 4,000만 달러 투자를 제안합니다. 

 

2,000만 달러 규모의 Smithtown 사업 지구 하수구 개선 구역 프로젝트는 사업 지구에 

위생 인프라를 설치할 것입니다. 추가로, 2,000만 달러 규모의 Kings Park 

폐수처리시설이 철도역에 인접한 100에이커 140필지 규모의 중심 사업 지구 구역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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