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PARSONS BRINCKERHOFF 를 라과디아 에어 트레인의 사전 

엔지니어링과 설계 과정 총괄로 선정됨을 발표  

  

Parsons Brinckerhoff 새 라과디아에 최대 두 개의 에어 트레인 정거장 개발 계획 예정 

  

항만청과 MTA 에서 Willets Point 에 LIRR, 7호선 지하철 및 에어 트레인 사이의 쉬운 

환승 기능을 갖춘 새로운 정거장 건설 예정 

 

Willets Point 에 확장된 주차장과 렌터카 중심 방안 조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과 뉴저지 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에서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에어 

트레인(AirTrain) 건설 작업의 총괄 엔지니어링과 기타 계획의 실행에 Parsons 

Brinckerhoff Inc.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작업은 공항으로 연결하는 

데 가장 필요한 철로 공사인 라과디아 에어 트레인 프로젝트 추진에 중요한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라과디아는 동해안에서 철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주요 

공항입니다. 2030년까지 라과디아 연간 승객수는 600만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에어 트레인은 이와 같은 성장 추세에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Parsons Brinckerhoff사는 이 프로젝트의 다음 세 개 부문에서 총괄 계획을 맡습니다. 

• 공항의 신규 터미널 건물에 있는 최대 2개의 새로운 AirTrain 역 건설  

• Willets Point에 있는 하나의 AirTrain 역 건설  

• 공항부터 Willets Point까지 열차를 위한 “통행로(right-of-way)”와 관련된 건설 

공사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에어 트레인은 승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며 현대화적 라과디아를 세계적 수준의 공항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뉴욕의 경제와 교통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운송 수단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이 지역에 새로운 경제 기회와 성장을 

지지합니다.” 

  



라과디아 에어 트레인은 Willets Point에 세 개 역을 가진 최첨단 정거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정거장은 Willets Point와 새로운 에어 트레인 역에 5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전히 새로운 LIRR와 7호선 지하철역 사이에서 승객들에게 원활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총괄을 맡은 Parsons Brinckerhoff 는 에어 트레인을 승하차하는 MTA 승객들이 짐을 

가지고 최대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개발 계획과 설계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라과디아 에어 트레인은 LIRR 선로를 이용하여 맨해튼 도심의 두 개 철로 중심인 그랜드 

센트럴(Grand Central)과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s) 뿐만 아니라 롱아일랜드에서 

오는 승객들도 공항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항만청 상무이사 Pat Foye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이 지역에서 철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대공항입니다. 2030년까지 라과디아의 연간 탑승객이 

3,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공항에 대형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도로 혼잡과 배기가스 방출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의 성장에 도움되는 세계적 수준의 

시설로 탈바꿈하는데 필수적입니다.”  

 

Parsons Brinckerhoff는 대체 선로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및 지리적 검토를 거쳐 철도 

통행로와 정거장에 대한 개념 설계를 진행하고 프로젝트 예산을 책정할 것입니다. 

이밖에 이 회사는 계획 진행 외에 자세한 승객 수 분석을 진행하여 공공-민간 협력과 에어 

트레인에 가장 유리한 예산 판단에 필요한 기타 옵션뿐만 아니라 새로운 Willets Point 

정거장의 주차장 확장과 렌트카 중심 운영도 분석합니다.  

 

공항을 오가는 철도 서비스의 신뢰성과 효율성은 공항 자체의 주차장 관리에 매우 

중요하며 터미널 앞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 과정을 개선하고 공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Grand Central Parkway)를 포함한 도로와 주변 도로의 

혼잡을 줄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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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