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쿠오모 주지사: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에서 초래된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비용은 뉴욕 주민이 아니라 반드시 암트랙(AMTRAK)이 지불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올 여름에 행해지는 암트랙(Amtrak)의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 선로 비상 수리는 

뉴욕과 뉴저지의 통근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암트랙(Amtrak)은 

7월 8일부터 9월 1일까지 선로 사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러한 지연으로 초래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교량 및 터널 수리에 대한 건설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따라서 교량 및 터널의 모든 차선은 7월 8일까지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정부는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도록 유료도로의 요금을 현금으로 징수하지 않는 요금제로 바꾸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알에프케이 브리지(RFK Bridge)는 현금 

징수없는 요금제로의 전환을 완료한 후 교통 흐름이 빨라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주정부는 또한 팔리 빌딩(Farley Building)을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road)의 

새로운 트레인 홀(train hall)로 전환하는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시켰습니다. 이 건물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에 필적할 만큼 크고 아름답게 지어질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과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road, LIRR)는 또한 열차, 고속버스, 페리 서비스 등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경찰 인력이 추가로 교통 규제를 위해 다인승 차량(High Occupancy Vehicle, HOV) 

차선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질문은 누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은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암트랙(Amtrak)이 그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road)는 현재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의 

선로 임대료로 매년 약 5,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암트랙(Amtrak)의 조치로 



 

 

인해 선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암트랙(Amtrak)에 지불하는 비용을 회수할 것을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이사회(MTA 

Board)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이사회(MTA Board)가 

암트랙(Amtrak)에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저는 그들을 막기 

위한 주정부 법규를 찾아낼 것입니다. 

 

저희는 현시점에서 교통 체증 완화 비용의 총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최종 비용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뉴욕주 통근자 또는 납세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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