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우회 열차를 이용하는 LIRR 통근자들의 이용요금을 낮출 것을  

MTA에 요청 

 

애틀랜틱 터미널과 헌터스포인트로 우회하는 통근자들 할인 요금 적용이 필요 

 

주지사는 MTA에 우회 선로를 이용하는 지하철 이용자들의 잠재적인 할인 요금을  

검토할 것을 요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MTA에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까지 가지 않고 

애틀랜틱 터미널(Atlantic Terminal)이나 헌터스포인트(Hunterspoint) 역에서 내리는 

LIRR 통근자들의 이용요금을 낮출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올여름에 Amtrak에서 진행하는 

응급 수리작업으로 인한 선로 용량의 감소로 하여 펜실베이니아 역으로 계속 가지 않고 

애틀랜틱 터미널 혹은 헌터스포인트를 종점으로 하는 LIRR 열차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월간 패스, 주간 패스 혹은 일일 패스를 가지고 

펜실베이니아 역에 가기 전에 내려서 불편을 겪어야 하는 고객들은 할인된 열차 

요금으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MTA에 우회 

선로를 이용하는 지하철 이용자들에 대한 잠재적인 할인 가격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여름에 있을 Amtrak의 응급 수리작업 때문에 

펜실베이니아 역까지 갈 수 없게 되어 통근에 불편을 겪는 LIRR 이용자들은 할인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뉴욕시민이 올여름에 가능한 한 최소한의 불편을 겪으며 빠르고 

편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이며 이 조치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Cuomo 주지사는 팔리(Farley)에 있는 서쪽 끝 중앙홀(West End Concourse)을 대중에 

개방할 수 있게 조치하는 동시에 요금 할인에 대해 요청하였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역과 

팔리 종합청사(Pennsylvania Station-Farley Complex)를 잇는 서쪽 끝 중앙홀 

확장공사의 첫 번째 단계는 Cuomo 주지사에 의하여 2016년 9월에 완공을 발표하였으며 

팔리 청사를 재개발하고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와 Amtrak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255,000제곱 피트의 새 대합실(Train Hall)을 건설하였습니다. 



지난주, Cuomo 주지사는 몇십 년 간 끌어온 펜실베이니아 역과 팔리 종합청사를 잇는 

16억 달러 규모의 재개발에 대한 주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최종 

계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펜-팔리 콤플랙스(Penn-Farley Complex)의 새 랜더링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역의 LIRR 선로에 대한 재설계는 승객 편의와 회전을 현저히 향상할 

것입니다. 새로 건설한 서쪽 끝 중앙홀은 기존 홀의 길이와 폭을 두 배로 하여 승객 

회전율을 향상하고 철도 운영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홀은 펜실베이니아 역의 11개 

승차장 중 9개와 연결되는 새 계단을 제공하고 승차장마다 하나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추가하여 편의와 장애인(ADA)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새롭게 신설한 이런 수직 연결 

통로는 승객들이 승차장을 빠르고 쉽게 빠져나가게 하여 열차의 승하차 동안 정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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