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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일정에 앞서 새로운 하이드 파크 수평 횡단시설 철거 및 도로 재개통 

발표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두 달 앞서 완공  

  

8개의 LIRR 수평 횡단시설 중 3개 철거  

   

혼잡 및 지연을 줄이기 위한 3번 트랙 개선을 포함하는 롱아일랜드 철도 확장 프로젝트의 

중요 기점  

  

프로젝트 동영상은 여기, 리본 커팅식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공사 전후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예산 내에서 일정보다 두 달 앞서 뉴 하이드 파크 

로드(New Hyde Park Road)의 차량 통행이 가능해지고 뉴 하이드 파크(New Hyde Park) 

철도 횡단시설 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롱아일랜드 철도 확장 

프로젝트(Long Island Railroad Expansion Project)의 마지막 단계로, 플로럴 파크(Floral 

Park)에서 힉스빌까지 3번 트랙을 추가합니다. 뉴 하이드 파크 및 가든 시티(Garden 

City) 빌리지에 위치한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road, LIRR) 메인 라인(Main 

Line) 여덟 개 중 세 개의 수평 횡단시설은 플로럴 파크에서 힉스빌까지 진행되는 

롱아일랜드 철도 확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철거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 하이드 파크 로드의 수평 횡단시설로 인해 

수십 년 간 끔찍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수평 횡단시설의 공사가 예산 내에서 일정보다 두 달 앞서 

개통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횡단시설을 다시 한번 철거하면서 LIRR 

지연이 줄어들고 롱아일랜드와 뉴욕의 21세기형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환승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통한 뉴 하이드 파크 로드는 지하도의 동쪽과 서쪽에 보행자 보도를 포함한 

새로운 4차선 지하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적합한 보행자 다리를 통해 새롭게 재건한 뉴 하이드 파크 역에 쉽게 접근할 수 

https://www.youtube.com/watch?v=Jqh0u-z6bsQ&feature=youtu.be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715616931943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LIRR_Project_Before_and_After.pdf


 

 

있습니다. 또한 남쪽 방향 뉴 하이드 파크 로드에서 클린치 애비뉴로, 북쪽 방향 뉴 

하이드 파크 로드에서 플라자 애비뉴로 향하는 전용 좌회전 차선이 있습니다   

  

MTA 건설 개발 공사(MTA Construction & Development)의 Janno Lieber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개선 공사를 일정보다 앞서 완공한 것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이전보다 더 빠르고, 더 좋고,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우리는 롱아일랜드 전역에서 100개 이상의 LIRR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롱아일랜드 철도(MTA Long Island Rail Road)의 Phillip Eng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 하이드 파크 로드의 수평 횡단시설을 철거함으로써 뉴 

하이드 파크 로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과 안정성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러한 횡단시설 게이트를 철거하여 운영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며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번 완공은 반사 장치의 사용을 통해 수평 횡단시설의 안전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웨이즈(Waze)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롱아일랜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처럼 

전례없는 시기에도 직원들이 계속해서 한발 더 나아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수평 횡단시설은 2월 3일 폐쇄되어 차량 통행 및 보행자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직원들은 버팀기둥을 설치하고, 트랙 아래 도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흙을 

바냈으며, 트랙 남쪽에 3,350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철도 다리와 터널 구조를 

건설했습니다.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중 트랙 정전 시 MTA 건설 개발 공사, MTA 롱아일랜드 철도, 

디자인 빌드 하청업체인 3TC는 새로운 75 피트 규모의 쓰리 베이 브리지 설치 이후 

채굴이 가능하도록 기존 철도 인프라를 철거했습니다. 이번 디자인 빌드 프로젝트는 

어반 애비뉴의 수평 분리를 위해 처음으로 사용된 방식을 도입하여 유압식을 사용한 

주말 동안 교량을 설치하는 혁신적인 교량 설치 방법을 이용했으며, 이는 북미 지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LIRR 확장 프로그램에서 2주간 달성한 두 번째 주요 기점으로, 

첫 번째는 칼 플레이스 동쪽으로 3.4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LIRR의 글렌 코브 로드 

브리지(Glen Cove Road Bridge) 의 롤인입니다.  

  

지난 여름 직원들은 뉴 하이드 파크에서 서쪽으로 0.4 마일 떨어진 코버트 애비뉴와 뉴 

카셀에서 동쪽으로 6.4 마일 떨어진 어반 애비뉴에 이전 철도 횡단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교량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웨스트 베리와 뉴 카셀의 경계에 있는 스쿨 스트리트에서 

철도 횡단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플로럴 파크에서 힉스빌까지 LIRR 확장 프로젝트   

  



 

 

LIRR 철도 확장 프로젝트는 플로럴 파크에서 힉스빌까지 세 번째 트랙를 추가하어 열차 

혼잡과 지연을 줄이고 피크 시간대에 진정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개선 

작업에는 추가 주차장 건설 및 역 접근성, 고정, 방음벽 개선, 철도 교량 개선, 통행로에 

위치한 여덟 곳의 수평 횡단시설 철거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은 지역사회를 위한 

광범위한 완화 및 공공 봉사 활동을 통해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3번 트랙의 새로운 베이가 2020년 4월 플로럴 파크의 플레인필드 애비뉴 

브리지(Plainfield Ave Bridge)에 추가되었습니다.  

• 플로럴 파크의 린덴 애비뉴 보행자 지하도에 세 개의 트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2020년 4월 재개통했습니다.  

• 2020년 6월 글렌 코브 로드 브리지에 새로운 세 개의 트랙 철도 브리지가 

설치되었습니다.  

• 진행 중인 역사 완전 현대화의 일환으로 2020년 6월 칼 플레이스 스테이션(Carle 

Place Station)의 보행자 다리를 설치했습니다.  

• 웨스트베리 스쿨 스트리트의 운영이 2020년 5월 중단되었으며, 채굴이 진행 

중입니다. 철도 브리지와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0년 11월 개통 예정인 

횡단시설 분리 도로의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직선 거리 35,000 피트 규모의 고정/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 미네올라의 해리슨 애비뉴 주차장(Harrison Avenue Parking Garage)이 

건설되었으며, 공사가 9월 완공됩니다.  

  

LIRR 확장 프로젝트는 수십억 달러가 투자된 롱아일랜드 철도의 도로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십 년간 롱아일랜드 철도가 투자한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LIRR은 기업과 롱아일랜드 주민이 근무 및 이동 패턴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가운데 이번 통행로를 통해 3번 트랙의 서비스, 안정성을 개선하고 역방향 통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상의 유연성을 강화하며 이동 패턴을 변경하여 안전, 역량, 불필요한 

반복을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s://www.amodernli.com/project/thirdtrack/을 방문하십시오.  

  

Anna M. Kapl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도전 상황에서도 LIRR 3번 트랙 확장 프로젝트는 일정과 예산에 맞추어 주요한 성과를 

계속 달성하고 있습니다. 뉴 하이드 파크 수평 횡단시설 철거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량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위대한 성과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한 

모든 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MTA을 개선하고 롱아일랜드 철도를 현대화하려는 

의욕적인 어젠다를 제시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Ed Ra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 하이드 파크 로드의 재개통은 이 프로젝트의 

주요한 성과입니다. 저는 가든 시티와 뉴 하이드 파크 빌리지에 감사드리며, 건설 중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f288a722-aeb0019f-f28a5e17-000babd9fa3f-b3a843015dd31aca&q=1&e=8d31b446-b24e-4649-8f33-fad84e75c633&u=https://www.amodernli.com/project/thirdtrack/


 

 

혼란을 최소화해주신 3TC 팀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 지역 기업과 학교가 

재개하는 가운데 중심 도로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Laura Curran 나소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 하이드 파크 육교의 

완공은 LIRR 확장 프로젝트의 또 다른 주요 성과입니다. 올해 예상치 못한 많은 장애물과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에 관계없이 랜드마크를 달성했습니다. 3번 트랙 프로젝트는 나소 

카운티 전역의 교통 중신 개발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사회 성장의 핵심입니다."  

  

뉴 하이드 파크 시장Lawrence J. Montreui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 하이드 파크 

빌리지 주민들은 LIRR 확장 프로젝트의 일환인 뉴 하이드 파크 로드의 조기 재개통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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