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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 확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번째 마지막 수평 횡단시설의 

제거 발표  

  

2019년 이후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8번째 수평 횡단시설이 롱아일랜드에서 

제거, 이전에는 1982년 비극 이후 동일한 번잡한 롱아일랜드 철도에서 2개만 제거  

  

변형 메인 라인 확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간 및 예산에 맞춰 8개의 평면 횡단시설 중 

8번째 제거가 완료  

  

프로젝트가 지속됨에 따라 조기에 주요 안전 이점 달성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의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확장 프로젝트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해진 시간과 예산에 따라 영구적으로 제거될 8개의 철도 횡단 중 

8번째인 미네올라의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철도 횡단시설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횡단시설은 기차 기적소리와 횡단시설 종소리로 근처 주민에게 불편을 

유발했으며, 횡단시설 게이트 폐쇄로 교통 정체를 경험해야 했던 운전자에게도 불편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이 횡단시설은 열차 및 차량 교통에 대해 롱아일랜드 철도의 가장 

분주한 구간에 있는 모든 8개의 횡단시설로 보행자 및 기차 탑승자에게 안전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적시에 진행된 횡단시설의 제거는 변형 확장 프로젝트의 중요한 초기 이점 중 하나이며, 

여기에는 역 혁신, 교량 상승 및 직원들이 롱아일랜드 메인 라인에 세 번째 트랙을 

추가하기 전의 스위치 및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포함됩니다. 이는 혼잡을 줄이고,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에 대한 서비스와 연합하여 철도의 수용 인원을 

50%까지 늘리며 뉴욕시에서 롱아일랜드까지 역방향의 통근을 촉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경제 성장은 우리 주 전역의 사람들과 

상품의 안전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현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 네트워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운송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를 계속 이끌고 있으며, 이것이 

그러한 노력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로써 2019년 이래로 정해진 시간과 예산에 따라 총 

8개의 평면 횡단시설이 제거되었으며, 공공 안전을 개선하고 소음, 대기 및 교통 오염을 

줄임으로써 롱아일랜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건설 및 개발 회장 Janno Lie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40년 

전, 9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고로 인해 당국은 롱아일랜드 철도 본선에서 위험한 평면 

횡단시설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개의 시설 중 플로랄 파크(Floral Park)와 

힉스빌(Hicksville) 사이의 단지 2개를 제거하는 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지난 2년 동안 제3트랙(Third Track) 프로젝트 팀은 나머지 8개의 

평면 횡단시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롱아일랜드 주민들의 시간과 

불편함을 엄청나게 덜어줄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도 실제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철도 회장 Phil E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철도 일원은 이 작업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각 횡단시설의 제거는 도로 교통량과 상호작용하게 되는 잠재적인 

지점을 하나 줄이게 됩니다. 이는 안전이 향상됨을 의미하며 고객에 대한 향상된 신뢰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열차 교통이 가장 빈번하고 번잡한 메인 라인에서는 이 모든 것이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롱아일랜드 철도 메인 라인 확장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까지, 평면 횡단시설 제거에 대한 

진전은 수십 년 동안 측정되었습니다. 2019년 2월 26일, 최근 제거된 웨스트베리 스쿨 

스트리트(School Street)/뉴 카셀(New Cassel) 철도 횡단시설에서 쓰러진 횡단시설 

게이트 주변을 운전하던 세 명의 자동차 탑승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사건이 1982년 3월 14일 회랑을 따라 일어났으며, 9명의 청소년들이 미네올라에 있는 

롱아일랜드 철도의 메인 라인 헤릭 로드(Herricks Road) 횡단시설에서 밴이 기차와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그 횡단시설과 인근 로슬린 로드(Roslyn Road) 횡단시설은 수년에 

걸쳐 제거되었지만, 롱아일랜드 확장 프로젝트가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전에 

시작되기까지 수십 년 동안 다른 여덟 개가 유지했습니다. 나머지 횡단시설 제거에 대한 

작업은 다음을 포함한 복잡한 프로젝트가 불과 6개월 만에 완료되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뉴 카셀에서는 2019년 3월 8일에 어반 애비뉴(Urban Avenue) 철도 횡단시설이 

폐쇄되었으며, 2019년 9월 6일에 지하도로 재개되었습니다(단 5개월 29일 기간).  

  

• 뉴 하이드 파크(New Hyde Park)에서는 세 개의 횡단시설이 제거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5일에 코버트 애비뉴(Covert Avenue) 횡단시설이 폐쇄되었으며, 

2019년 10월 12일에 지하도로 재개되었습니다(단 5개월 27일 기간). 뉴 하이드 

파크 로드(New Hyde Park Road) 철도 횡단시설은 2020년 2월 3일에 폐쇄되어 

2020년 8월 24일에 재개했습니다(단 6개월 21일 기간). 사우스 12번가(S. 12th 

Street) 철도 횡단시설은 2020년 10월 24일에 폐쇄되어 여름에 재개 예정인 

보행자의 지하도로 재건되고 있습니다.  

  

• 웨스트베리에서 스쿨 스트리트 횡단시설은 2020년 5월 18일에 폐쇄되었으며 

2020년 11월 13일에 지하도로 재개되었습니다(단 5개월 26일 기간).  



 

 

• 미네올라에서는 윌리스 애비뉴(Willis Avenue)의 인접한 횡단시설 두 개가 2020년 

11월 30일에 폐쇄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가을에 재개 예정인 지하도로서 

재건되고 있습니다. 이 횡단시설 중 하나는 메인 라인에 있고 다른 하나는 

오이스터 베이 노선(Oyster Bay Branch)에 있습니다. 오늘 폐쇄되는 메인 

스트리트 철도 횡단시설은 봄에 재개될 예정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보행자 

육교로 재건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건설 및 개발의 롱아일랜드 철도 확장 프로젝트는 수십억 달러가 

투자된 롱아일랜드 철도의 도로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십 년간 롱아일랜드 철도가 

투자한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롱아일랜드 철도 수용 인원은 

50%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지역 전역의 교통편을 혁신하고 

롱아일랜드 주민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최첨단 철도 시스템을 제공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철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는 aModernLI.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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