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역사적인 56억 달러 규모의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전환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  

 

70년간의 침체 후 추진되는 본선 3번 선로(Main Line Third Track), 이중 선로(Double 

Track), 자메이카 스테이션 (Jamaica Station) 재건설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새로운 

롱아일랜드 철도(LIRR)의 발전을 위한 모든 프로젝트  

 

승객 수용량을 80 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만드는 선로, 스위치, 신호, 변전소 등 전체 철도 

시스템 재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주정부 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 롱아일랜드 지역사회 간의 

파트너십이 가능하게 만든 개선, 주거용 부동산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종합적인 교통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3번 선로 프로젝트(Third Track Project)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이 지역을 새로운 

경제 성장 시대로 인도하는 역사적인 56억 달러 규모의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전환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70년간의 침체 후, 롱아일랜드에 

최첨단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전체의 교통 시스템을 현대화하도록 본선 3번 

선로(Main Line Third Track), 이중 선로(Double Track), 자메이카 스테이션 (Jamaica 

Station) 재건설, 39 곳의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역 개보수, 평면 

횡단시설 제거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여 100 개의 혁신적인 롱아일랜드 철도(LIRR) 자본 

프로젝트들이 모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56 억 달러 규모의 전환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최대 규모인 뉴욕의 1,000억 달러 

인프라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 구성 요소는 뉴욕과 뉴저지 사이에 

새로운 허드슨 터널(Hudson Tunnel)을 건설하고 기존 튜브를 재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Gateway project)는 동북 회랑지역 전체에서 

여행객을 연결하고 승객을 우리 철도 시스템의 중심부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는 2020년 개관 예정인 16억 달러 규모, 255,000 평방 피트의 새로운 

모이니한 트레인 홀(Moynihan Train Hall)을 갖추게 될 새로운 펜-팔리 콤플랙스(Penn-



Farley Complex)의 개발을 통해 보완됩니다. 펜-팔리 콤플랙스(Penn-Farley 

Complex)에는 또한 롱아일랜드 철도(LIRR) 통근자들이 펜 역(Penn)에 입장하지 않고 

기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 문을 연 웨스트 엔드 콘코스(West End 

Concourse)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혁신적인 이스트 사이드 액세스 

프로젝트(East Side Access project)는 동쪽 방면으로 롱아일랜드 철도(LIRR)의 직접 

운행을 최초로 신설하여 맨해튼을 왕복하는 승객의 수용량을 늘리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의 

완전한 변신을 통해, 뉴욕이 우리 이 인프라를 미국 전역의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고 

미래를 위한 건축물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야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LIRR)는 이 지역 경제의 척추입니다. 롱아일랜드의 힘과 복구력을 위해 우리의 

교통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담하고 혁신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3번 선로 프로젝트(Third Track project) 및 2번 선로 프로젝트(Second Track 

project)에서 최첨단 기술 및 신호 업그레이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뉴욕의 주민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보다 나은 상상력에 도전하여 그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의 특정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선 3번 선로(Main Line Third Track)  

 

20억 달러 규모의 롱아일랜드 철도 확장 프로젝트(LIRR Expansion Project)에서는 

플로럴 파크(Floral Park)와 힉스빌 사이에 롱아일랜드 철도 (LIRR)의 정체된 본선(Main 

Line)을 따라 9.8마일 길이의 3번 선로를 추가할 것이며, 프로젝트의 회랑 지역 내에 

있는 7 곳의 모든 평면 횡단시설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본선(Main Line)을 지나는 

롱아일랜드 철도(LIRR) 승객의 40 퍼센트와 롱아일랜드 철도(LIRR) 시스템의 프로젝트 

회랑 지역의 중요한 중심 위치로 인해 발생한 프로젝트 회랑 지역의 지연 사태는 전체 

롱아일랜드 철도(LIRR)에 파문을 일으켜 수천 명의 통근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70년간의 침체 후에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정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지방정부 공무원, 롱아일랜드 지역사회는 이 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신규 계획은 과거의 제안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수용되는 주거용 부동산은 없습니다. 이 계획으로 도로와 같은 높이의 평면 횡단시설은 

7개는 없어집니다. 교량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열차 노선을 가로 지르는 교량 7 

개의 다리 높이를 넓히거나 높이게 됩니다. 또한, 3,500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5 

곳의 새로운 에너지 효율적인 주차 시설이 미니올라 빌리지, 웨스트베리 빌리지, 

오이스터 베이 타운 등과 조정하여 지어졌습니다. 이 시설에는 현지 현장 관리 사무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혁신적인 3번 선로 프로젝트(third track project)의 일환으로, 주정부는 모든 선로를 

교체하고 고급 평판 기술로 새로운 3번 선로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인 소음 감소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MineolaSouthParkingGarageRendering.pdf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WestburyParkingGaragesRendering.pdf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HarrisonAveParkingGarageRendering.pdf


프로그램(comprehensive noise abatement program)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본선(mainline)을 따라 약 6 마일에 달하는 주거 지역에 설치되는 

방음벽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변 환경을 보완하기 위한 건축학적 처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부는 또한 동시에 이동하는 3 대의 롱아일랜드 철도(LIRR) 열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성을 높이고 용량을 늘리기 위해 이 시스템 전체의 전원 인프라를 7 

곳의 견인력 변전소로 교체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시스템은 운전자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열차 통제권을 추가할 것입니다.  

 

전체에 걸쳐 지역사회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 주정부는 본선 3번 선로(Main Line 

Third Track) 상의 지역사회들과 양해 각서(memoranda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통해 방음벽, 

교통 및 주차에 대한 고려, 유틸리티, 배수 시설, 해충 및 분진 제어,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 공사 일정 및 공사 기간, 지역사회 안전, 삶의 질 등과 같은 특정 프로젝트 요소의 

미적 디자인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중 선로(Double Track)  

 

38,720만 달러 규모, 길이 12.6 마일의 이중 선로 프로젝트(double track project)는 

롱아일랜드 철도(LIRR)가 론콘코마 지선(Ronkonkoma Branch)의 양방향으로 매시간 

제공하던 비수기 운행 서비스를 30분마다 제공함으로써 양방향 모두에 더 자주 비수기 

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LIRR)의 론콘코마 지선의 주중 탑승객 수는 48,000명이 넘습니다. 

파밍데일과 론콘코마 사이를 잇는 철도 대부분이 단선으로 운행되고 있어 롱아일랜드 

철도(LIRR)는 제한된 열차 편수만 운행할 수 있으며, 고장이 발생할 경우 운영상의 

유연성이 부족해집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근의 단선 철로에서 실행할 수 없었던 장애물 

우회가 가능한 철로의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고장으로 인한 지연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중 선로 프로젝트(double track project)는 내년 여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계획보다 일정이 16 개월 앞서 완료됩니다.  

 

미드-서퍽 기차 하치장(Mid-Suffolk Train Storage Yard)  

 

동쪽 끝 저장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주정부는 론콘코마에 12,800만 달러 규모의 미드-

서퍽 하치장(Mid-Suffolk Storage Yard)을 짓고 있습니다. 이 하치장(Yard)은 전차에 

대한 열차 유지 보수, 검사, 정비 등을 위한 추가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롱아일랜드 철도(LIRR)가 오전의 러시아워 동안 운행 서비스를 50 퍼센트 가까이 



증가시켜 현 오전 일정에 8 대의 서쪽행 열차를 추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정부는 또한 

미드-서퍽 기차 하치장(Mid-Suffolk Train Storage Yard)에 13 에이커에 걸쳐 11 개의 

추가 선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각 선로에는 12 칸의 기차 세트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치장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는 28,000평방 피트 규모의 새로운 롱아일랜드 

철도 지휘 시설(LIRR Command Facility)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 하치장의 렌더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메이카 스테이션(Jamaica Station) 신호, 선로, 인프라  

 

자메이카 스테이션(Jamaica Station)의 선로 구성은 1913년에 개통한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37,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정부는 고속 

스위치 및 새로운 신호,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아틀란틱 

터미널(Atlantic), 펜 스테이션(Penn),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등으로 

향하는 운행 수용력 증대 등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롱아일랜드 철도(LIRR) 열차가 

지나는 자메이카 스테이션(Jamaica Station)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아틀랜틱 터미널(Atlantic Terminal)의 전용 선로 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열차는 브루클린에 진입하기 위해 현재의 구도에서 필요한 교차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선로는 브루클린 행 고객에게 전용 “스쿠트(scoot)” 열차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에는 유리로 차단되어 있고, 난방이 되는 

대기실이 포함됨은 물론이고, 고객들이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인터넷에 연결하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Wi-Fi) 및 유에스비(USB) 충전소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붐비는 역구내 문제와 운행 지연 문제 등을 줄이기 위해 

전장 12 칸의 기차를 수용하기 위해 5 곳의 기존 플랫폼을 연장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철도(LIRR) 시스템 강화  

 

주정부는 또한 12 개의 교량을 추가로 보강하고 13 곳의 변전소를 교체 및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승객 이동 흐름, 편의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정부는 철도 시스템 전체의 39 개 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포함되는 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메이카 스테이션 (Jamaica Station) 재건설 - 렌더링 보기여기  

힉스빌 스테이션(Hicksville Station) - 렌더링 보기여기  

포트 제퍼슨 스테이션(Port Jefferson Station) - 렌더링 보기여기  

스토니브룩 스테이션(Stony Brook Station) - 렌더링 보기여기  

사이오셋 스테이션(Syosset Station) - 렌더링 보기여기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MidSuffolkRenderings.pdf#_blank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LIRR_Additional_Bridge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LIRR_New_Electric_Power_Substations.pdf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JamaicaStationBridgeExteriorRendering.pdf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HicksvilleRendering.pdf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PortJeffersonRenderings.pdf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StonyBrookRenderings.pdf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SyossetRenderings.pdf


브렌트우드 스테이션(Brentwood Station) - 렌더링 보기여기  

디어 파크 스테이션(Deer Park Station) - 렌더링 보기여기  

와얀댄츠 스테이션(Wyandanch Station) - 렌더링 보기여기  

스튜어트 매너 스테이션(Stewart Manor Station) - 렌더링 보기여기  

매릭 스테이션(Merrick Station) - 렌더링 보기여기  

벨모어 스테이션(Bellmore Station) - 렌더링 보기여기  

플러싱 - 메인 스트리트 스테이션(Flushing - Main Street Station) - 렌더링 보기여기  

미니올라 스테이션(Mineola Station) - 렌더링 보기여기  

메릴론 애비뉴 스테이션(Merillon Ave Station) - 렌더링 보기여기  

웨스트베리 스테이션(Westbury Station) - 렌더링 보기여기  

포트 워싱턴 스테이션(Port Washington Station) 

그레이트 넥 스테이션(Great Neck Station) 

베이사이드 스테이션(Bayside Station)  

멧-윌렛츠 포인트 스테이션(Met-Willets Point Station) 

헌터스포인트 애비뉴 스테이션(Hunterspoint Avenue Station) 

브룩헤이븐 내셔널 랩(Brookhaven National Lab) 

노스포트 스테이션(Northport Station) 

론콘코마 스테이션(Ronkonkoma Station) 

파인론 스테이션(Pinelawn Station) 

파밍데일 스테이션(Farmingdale Station) 

칼 플레이스 스테이션(Carle Place Station) 

뉴 하이드파크 스테이션(New Hyde Park Station) 

프로럴 파크 스테이션(Floral Park Station) 

로커스트 매너 스테이션(Locust Manor Station) 

로렐턴 스테이션(Laurelton Station) 

밸리 스트림 스테이션(Valley Stream Station) 

볼드윈 스테이션(Baldwin Station) 

바빌론 스테이션(Babylon Station) 

 

추가 렌더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rl L. Marcelli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는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통근 열차 시스템입니다. 뉴욕 주민 수 십만 

명이 직장을 왕복하기 위해 이 철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롱아일랜드의 

주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스템을 21 세기에 맞게 고치기 

위한 빚을 우리 자신에게 지고 있습니다. 새롭고 보다 효율적으로 변한 롱아일랜드 

철도(LIRR)는 이 시스템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승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철도(LIRR)를 위해 Cuomo 주지사님보다 더 

나은 공로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롱아일랜드 철도(LIRR)와 롱아일랜드 주민들에 대한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BrentwoodRenderings.pdf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WyandanchRenderings.pdf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WyandanchRenderings.pdf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BrentwoodRenderings.pdf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MerrickRenderings.pdf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BellmoreExteriorRendering.pdf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FlushingMainStreetRendering.pdf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MineolaRendering.pdf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MerillionAvenueStreetRendering.pdf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LIRRWestburyStreetRendering.pdf
http://www.amodernli.com/renderings/


  

Phil Boy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많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상원, Cuomo 

주지사,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직원들은 

발전하기 위해 우리가 내린 결정으로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3번 선로 및 현재의 개보수 

공사를 통해 우리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의 통근자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의 또 다른 단계이며 동시에 우리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다운스테이트 전 

지역에서 경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Todd Kamin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Cuomo 주지사님이 오늘 개요를 밝힌 이런 종류의 대담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저는 또한 자메이카의 신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모든 멋진 부가 기능은 없지만 안정적인 통근 

교통을 위해서 필수적인 프로젝트입니다.”  

  

John E. Brook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올바른 결정입니다. 저는 3번 선로(Third Track)를 현실화 시키려는 주지사님의 

공약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은 기업들을 롱아일랜드로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주택 가격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롱아일랜드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담한 프로젝트입니다.”  

  

Charles D. Lavin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는 안전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절실히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수년간 절망적으로 

지내왔습니다. 이제 롱아일랜드 철도(LIRR)의 변화를 보게 되어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인프라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뉴욕을 산업계의 리더로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로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 우리 경제에 필요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취한 것을 미국민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흥분되는 시기입니다.”  

  

뉴욕주 하원 교통위원회(Assembly Transportation Committee)의 간부회원인 Dave 

McDonough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곳 롱아일랜드에서 우리의 

교통망과 인프라 네트워크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한 Cuomo 주지사님의 비전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Andrew P. Raia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다 밝고 강한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다 나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우리의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 새로운 선로를 통해 이 지역 전체 비즈니스가 

향상되고 롱아일랜드 전 지역의 주민들은 안전하게 이동할 것이며 디어 파크(Deer 

Park)의 새로운 역은 우리 지역사회의 성장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근면한 남녀 



노동자들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이용하게 될 3번 선로의 개통과 보다 효율적인 통근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ichael Montesan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로럴 파크(Floral 

Park)에서 힉스빌에 이르는 롱아일랜드 철도(LIRR)의 3번 선로, 론콘코마의 2번 선로, 

팔리 역(Farley Station)에서 현재 수리 공사와 개보수 공사가 진행중인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과의 연결에 관한 Cuomo 주지사의 오늘 발표는 모든 롱아일랜드 

주민들이 롱아일랜드 철도(LIRR)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노동력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기꺼이 나서 주신 점에 대해 저는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항상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보수 공사와 수리 작업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Dean Murra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하원(NYS Assembly)의 

교통위원회(Transportation Committee)의 현역 구성원으로서, 저는 3번 선로, 이중 

선로, 기차역의 활성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롱아일랜드 철도(LIRR)의 기타 

기술적 개선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모두 롱아일랜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롱아일랜드를 21 세기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변함없는 지지와 수많은 기타 인프라 개선에 대해 주지사님과 상하원의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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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은 항상 롱아일랜드의 친구이자 옹호자 그리고 

지지자였습니다. 오늘 주지사님은 롱아일랜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3번 선로 프로젝트(third track project)는 주변 지역사회의 

합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통근자들이 더 편리하게 철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를 대표합니다. 저는 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고 있는 Cuomo 주지사님꼐 박수를 보냅니다.”  

 

나소 카운티의 Edward P. Mangano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아래, 단지 한 때의 꿈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는 롱아일랜드 주민들을 

위해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3번 선로 프로젝트(third track project)는 롱아일랜드 

철도(LIRR) 전체의 서비스를 향상시켜 롱아일랜드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이 3번 선로 프로젝트(Third Track 

project)가 선로를 따라 롱아일랜드 철도(LIRR) 승객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 주와 이 카운티가 우리 경제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정확히 바로 

그런 종류의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서퍽 카운티의 Steve Bellone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승객들은 본선(main line)의 교통 정체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지연의 



결과로 쌓이는 좌절감을 속으로 삭이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Cuomo 주지사님 

덕분에, 저희는 롱아일랜드 주민들을 안정시키면서 마땅히 제대로 받아야 하는 철도 

서비스가 마침내 운행될 것이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3번 선로 프로젝트(third track 

project)는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이동성을 높이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될 저의 

롱아일랜드 연결 계획(my Connect Long Island Plan)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Cuomo 

주지사님의 인프라 재건 공약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모든 

이해관계자분들이 계속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협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로럴 파크 빌리지의 Dominick Longobardi 빌리지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의 거주지와 사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상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기울인 배려와 노력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과 그의 직원들 더불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롱아일랜드 철도(LIRR)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롱아일랜드 철도 확장 

프로젝트(LIRR Expansion Project) 기간 동안 동일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 하이드파크 빌리지의 Lawrence Montreuil 빌리지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로 인해 틀림없이 가장 부정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진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수많은 시간에 대해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그의 팀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주지사님은 현지 주민의 계속되는 우려가 해결되고 

그 피해가 완화될 수 있도록 보장해 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 및 현지 지역사회의 

이익이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되는 이 

프로젝트가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주지사 사무국 및 롱아일랜드 철도(LIRR)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든시티 빌리지의 Brian Daughney 빌리지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그의 팀은 롱아일랜드 철도 3번 선로(LIRR Third Track) 시공과 관련하여 

리더십과 선견지명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지사님은 자신의 팀이 현지 지역사회의 

관심사를 해결하고 건설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지역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Cuomo 주지사님과 그의 팀,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과 롱아일랜드 철도(LIRR)의 경영진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우리와 협력할 의사를 가지고 임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나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3번 선로(Third Track) 공사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 주지사님과 뉴욕주 상하원은 추진력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제를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든 시티는 Alexander Stewart 씨가 

설립했습니다. Alexander Stewart 씨는 성공적인 지역사회를 위해 기차가 제대로 

운행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철도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제 생각에 Stewart 씨는 

보다 나은 롱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한 3번 선로 프로젝트(Third Track project)를 통해 



롱아일랜드 철도(LIRR)를 개선하고자 하는 Cuomo 주지사님의 비전에 감사할 

것입니다.” 

 

미니올라 빌리지의 Scott Strauss 빌리지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대규모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를 포함시켜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의 전환 및 유지 

보수는 롱아일랜드의 미래에 필수적이며 우리 다운타운의 건강과 롱아일랜드의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웨스트베리 빌리지의 Peter Cavallaro 빌리지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구 밀집 

지역의 교통 시스템이 향후 수 세대 동안 21 세기식 여행을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관심을 드디어 받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아래, 

롱아일랜드 주민들은 마침내 당연히 받아야 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동 수단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2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시작과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안전사항의 개선에 대해 축하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주지사님의 롱아일랜드와 우리 주민에 대한 비전과 공약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이스터 베이 타운의 Joseph Saladino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올바른 리더십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가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미국 최대 교통 현대화 사업인 3번 선로의 자메이카 

터미널 변환(Jamaica Terminal transformati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뉴욕은 동부 

해안에서 서부 해안까지 미국의 모든 주를 위한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지사님이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신 결단력과 불굴의 용기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모든 통근자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게 될 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완공되는 순간을 지켜 보고자 합니다.”  

  

팟처그 빌리지의 Paul Pontieri 빌리지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LIRR)는 세계에서 가장 생기가 넘치는 상업 중심지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끊임없는 활동을 통해 생기가 넘치는 상업적, 

산업적 관광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세금을 통제하려는 롱아일랜드의 노력이 

지속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파밍데일 빌리지의 Ralph Ekstrand 빌리지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통근자들은 현재 이용하는 철도 시스템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철도 시스템을 이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매일 롱아일랜드 철도(LIRR)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Cuomo 주지사님 덕분에 마침내 터널 끝에 보이는 빛처럼 길고 힘든 시기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전례없는 투자를 통해, 우리는 

차세대를 위한 성공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롱아일랜드를 21 세기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올드 브룩빌 빌리지의 Bernard D. Ryba 빌리지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는 롱아일랜드의 척추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이 의지하고 

있는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철도(LIRR)를 

혁신하려는 주지사의 비전을 담은 계획을 통해, Cuomo 주지사는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롱아일랜드 전 지역에서 지역사회들이 복구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는 

이 투자에 박수를 보내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뉴욕 주민들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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