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3 마일 길이의 복선을 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이번 달 완공 발표  

  

이전보다 10 배 빠른 설계 시공 일괄 공사 방식으로 선로를 배치하여 일정을 16 개월 

앞당겨 전체 프로젝트가 완동되도록 만든 전문적인 새로운 선로 시공 기계(New Track 

Construction machine)  

  

두 번째 선로를 시찰하면서 2018년에 완공되는 총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인 

롱아일랜드 철도(LIRR) 프로젝트 24 건에 대해 발표한 주지사, 주지사의 66억 달러 

규모의 통근자 철도 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착공될 21 건의 추가적인 롱아일랜드 

철도(LIRR) 프로젝트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롱아일랜드의 새로운 복선 프로젝트 및 가시화된 기타 인프라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롱아일랜드 철도 복선(Long Island Rail Road Double 

Track) 공사가 이 이번 달에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하여 마지막 5 마일의 철도 공사를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설계 시공 일괄 공사(Design-Build 

construction) 기법을 활용하여,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이 이전에 시공했던 공사보다 10 배 이상 빠르게 레일을 배치하는 

전문적인 새로운 선로 시공 기계(New Track Construction machin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공사 비용을 700만 달러 이상 절약하고 프로젝트 일정을 16 개월 

앞당겨서 2018년 8월에 완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공될 경우, 파밍데일에서 

론콘코마까지 연장하는 복선은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road, LIRR) 운송 

구간의 지연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약 13 마일의 평행 선로를 추가함으로써 양 

방향으로 사용자가 적은 시간대의 운행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복선을 시찰하면서, Cuomo 주지사는 또한 힉스빌 역 개발(Hicksville Station 

Transformation) 공사비와 새로운 와얀대츠 역(Wyandanch Station) 공사비 1억 2,1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10억 달러의 롱아일랜드 철도(LIRR) 프로젝트 24 건을 2018년에 

완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플로럴 파크(Floral Park)와 힉스빌 사이에 롱아일랜드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LIRR_Double_Track.pdf


 

 

철도 (LIRR)의 정체된 본선(Main Line)을 따라 9.8마일 길이의 3번 선로를 추가하게 될 

20억 달러 규모의 롱아일랜드 철도 확장 프로젝트(LIRR Expansion Project)를 포함하여, 

21 건의 추가적인 롱아일랜드 철도(LIRR) 프로젝트를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 프로젝트들 덕분에 주지사의 66억 달러 규모의 롱아일랜드 통근 열차 선로 전환 및 

현대화 공사와 뉴욕에 대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공사 및 개발 

계획(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Plan)이 상당히 촉진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도급 인사들은 론콘코마 

지선(Ronkonkoma Branch)에 두 번째 선로를 추가하여 복선화하는 공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선로 배치 장비를 사용하여 설계 시공 일괄 공사 계약을 맺음으로써, 

우리는 뉴욕 주민들을 위해 더욱 견고한 인프라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올해 완공하게 될 23 건의 다른 통근 철도 

프로젝트와 더불어, 롱아일랜드 철도(LIRR)가 계속 이 지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복선(Double Track)  

  

단선인 지역에 두 번째 선로를 추가하는 3억 8,720만 달러 규모의 복선(Double Track) 

프로젝트로 수백 개의 건설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완공될 경우,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롱아일랜드 맥아더 공항(Long Island MacArthur Airport)에 대한 롱아일랜드 

철도(LIRR) 운행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롱아일랜드 철도(LIRR)의 론콘코마 

지선(Ronkonkoma Branch)에 대한 운행 서비스와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론콘코마 지선(Ronkonkoma Branch)의 승객수는 1988년에 이 지선에서 

전기를 이용하게 된 이후로 인기를 얻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파밍데일과 론콘코마 사이를 잇는 18마일 철도 대부분이 단선으로 운행되고 있어 

롱아일랜드 철도(LIRR)은 제한된 열차 편수만 운행할 수 있으며, 고장이 발생할 경우 

운영상의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열차 한 대가 고장 나면, 동서 방향에서 오는 다른 모든 

열차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복선(Double Track)으로 롱아일랜드 철도(LIRR)가 론콘코마 

지선(Ronkonkoma Branch)의 양방향으로 사용자가 적은 시간대의 운행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되어 열차가 한 시간마다 운행되던 사용자가 적은 시간대의 운행 서비스를 

30분마다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근의 단선 철로에서 실행할 수 없었던 

장애물 우회가 가능한 철로의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론콘코마 지선(Ronkonkoma 

Line)의 주간 승객 48,000 명을 위해 운행 서비스 고장으로 인한 지연 사태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두 단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센트럴 아이슬립과 

론콘코마 사이에 처음으로 3.5 마일 길이의 새 선로를 배치하기 위해 새로운 선로 시공 

기계(New Track Construction machine)를 사용했습니다. 이 공사는 2016년 8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 파밍데일과 센트럴 아이슬립 사이에 나머지 선로를 

배치하는 공사가 포함됩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시공 인력은 철도 자갈 깔기, 바닥 

다지기, 표면 처리, 세 번째 선로 및 새로운 신호 시스템의 설치 등을 포함하는 공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2018년 롱아일랜드 철도(LIRR) 프로젝트 완공 목록  

  

주지사는 또한 롱아일랜드 철도(LIRR)의 완전한 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24 건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복선 프로젝트  

• 72 대의 새로운 M9 통근 열차 운행 서비스  

• 힉스빌 역(Hicksville Station) 개보수 및 새로운 플랫폼 공사  

• 롱비치 지선(Long Beach Branch) 시스템 전반에 걸쳐 태풍 샌디 이후 

변전소 복구(3 곳의 변전소: 오션사이드, 오일 시티, 롱비치)  

•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 역(Flushing Main Street Station)의 새로운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준수 엘리베이터 설치 및 

역 개선 공사  

• 원토 역(Wantagh Station) 플랫폼 교체 공사  

• 버크램 로드 브리지(Buckram Road Bridge) 교체 공사  

• 포스트 애비뉴 브리지(Post Avenue Bridge) 교체 공사  

• 포트 워싱턴 변전소(Port Washington substation) 교체 공사  

• 새로운 와얀댄츠 역(Wyandanch Station) 공사  

• 파인론 역(Pinelawn Station)의 새로운 플랫폼 공사  

• 스튜어트 매너 역(Stewart Manor Station) 현대화 및 새로운 플랫폼 공사  

• 포트 제퍼슨 역(Port Jefferson Station) 현대화 및 플랫폼 업그레이드 공사  

• 이스트 햄프턴 역(East Hampton Station) 현대화 공사  

• 론콘코마 역(Ronkonkoma Station) 업그레이드 및 편의 시설 공사  

• 매릭 역(Merrick Station) 현대화 및 플랫폼 업그레이드 공사  

• 브렌트우드 역(Brentwood Station) 현대화 공사  

• 디어 파크 역(Deer Park Station) 현대화 및 플랫폼 업그레이드 공사  

• 파밍데일 역(Farmingdale Station) 현대화 공사  

• 벨모어 역(Bellmore Station) 현대화 공사  

• 사이오셋 역(Syosset Station) 현대화 공사  

• 스토니브룩 역(Stony Brook Station) 현대화 공사  

• 밸리스트림 역(Valley Stream Station) 업그레이드 및 편의 시설 공사  



 

 

• 볼드윈 역(Baldwin Station) 현대화 공사  

  

2018년에 착공하는 롱아일랜드 철도(LIRR) 프로젝트  

  

올해 다음의 롱아일랜드 철도(LIRR) 프로젝트 21 건이 추가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 3 번째 선로 공사  

• 자메이카 터미널(Jamaica Terminal) 공사  

• 록빌 센터 고가교(Rockville Centre Viaduct) 공사  

• 린브룩 고가교(Lynbrook Viaduct) 공사  

• 매도우브룩 변전소(Meadowbrook Substation) 공사  

• 미드 서퍽 야드(Mid Suffolk Yard) 공사  

• 모리스 파크 기관차 숍(Morris Park Locomotive Shop)  

• 그레이트 넥 역(Great Neck Station)  

• 웨스트베리 역(Westbury Station)  

• 칼 플레이스 역(Carle Place Station)  

• 미니올라 역(Mineola Station)  

• 메릴론 애비뉴 역(Merillon Avenue Station)  

• 뉴 하이드파크 역(New Hyde Park Station)  

• 로렐턴 역(Laurelton Station)  

• 로커스트 매너 역(Locust Manor Station)  

• 노스트랜드 애비뉴 역(Nostrand Avenue Station)  

• 머리 힐 역(Murray Hill Station)  

• 베이사이드 역(Bayside Station)  

• 헴스테드 역(Hempstead Station)  

• 노스포트 역(Northport Station)  

• 플로럴 파크 역(Floral Park Station)  

  

새로운 선로 시공 기계(New Track Construction machine)  

  

이 복선 프로젝트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이 사상 최초로 새로운 선로 시공 기계를 

사용한 공사입니다. 이 기계로 하루에 1마일의 선로 시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이 이전에 수동으로 매일 500피트의 선로를 시공할 때와 

비하여 10배 이상 빠르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시공 절차를 빠르게 함으로써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생산성을 크게 개선하고 안전성이 향상되었으며 공사로 

인한 잠재적인 현지 통근 시간 지연을 줄였습니다. 이 새로운 선로 시공 기계(New Track 

Construction machine)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 기계의 앞머리는 불도저에 의해 새 트랙 선로를 따라 끌려나갑니다. 기계는 

천장기중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료 공급을 처리하여 트랙을 설치합니다. 이 

https://www.youtube.com/watch?v=H4AwSdCzXr8.


 

 

기계는 철로를 따라 재료 공급이 가능하여 트럭 운반이 필요 없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앞으로의 프로젝트에서도 이 기계를 사용하여 주지사의 프로젝트 효율 

향상 도전에 응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Joseph J. Lhota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선 

프로젝트(Double Track Project)는 운행 서비스 중단과 지연 사고를 줄이면서 더 나은 

운행 서비스와 더 많은 승객 수용량을 제공하겠다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공약을 강화하는, 현재의 많은 인프라 공사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론콘코마 

지선(Ronkonkoma Branch)에 이 두 번째 평행 선로를 추가함으로써, 동서로 이동하는 

승객들은 하루 종일 이 프로젝트의 이점에 대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Janno Lieber 수석 개발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항상 최첨단 방식을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선로 시공 기계(New Track 

Construction machine)를 우리가 배치한 덕분에, 프로젝트는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약하여 일정보다 앞당겨 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롱아일랜드 철도(LIRR)가 

수행 중인 롱아일랜드 철도 본선 확장 프로젝트(LIRR Main Line Expansion Project)와 

같은 다른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들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필요한 승객 수용량을 제공하기 위해 이와 동일한 접근 방식을 이용할 것입니다.”  

  

서퍽 카운티의 Steve Bellone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LIRR) 역과 선로 확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주지사님의 공약은 

롱아일랜드가 여러 해 동안 기다려온 리더십입니다. 이동 정체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이동 지연 사고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 중요한 공사는 서퍽 

카운티 주민들이 섬의 전 지역과 도시로 통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 

인프라 문제에 대처할 필요성을 인정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올해 진행됨에 따라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남녀 근로자를 위한 수백 

가지의 새로운 건설 일자리가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협회(Long Island Association)의 Kevin S. Law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이 통근하는 방식을 개선하려는 주지사님의 노력을 

지지한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집니다. 롱아일랜드 철도(LIRR)를 개선하기 위한 이 

정부의 투자는 승객, 직원, 방문객 등의 안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로를 확장하고 

양방향으로 사용자가 적은 시간대의 운행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이동의 

편의성과 모든 이를 위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이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이 현장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모든 이를 위해 더 낫고 강한 롱아일랜드를 보장하도록 뉴욕이 이 모든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공하는 데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통국(SMART Transportation Division)의 Anthony Simon 총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모든 승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 및 승객 

수용량에 대한 투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이 롱아일랜드 철도(LIRR) 역의 현대화에 역사적인 재정 지원과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확장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로 확장을 위해 

공약해 주신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될 경우, 모든 이를 위해 

차장, 열차 승무원, 선로 보수 작업자 등이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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