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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CROTON-HARMON역 업그레이드 공사 완공 발표 

 

360만 달러의 프로젝트로 철도 이용객들에게 더 매력적이고 편안한 역으로 되게 함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오늘 MTA Metro-North 철도공사에서 Croton-Harmon역의 

탑승객 대기구역에 대한 개조 공사를 마쳤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60만 달러의 이 

프로젝트에는 정거장의 구조적 개조와 미학적 개선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개조 공사는 

Metro-North 탑승객들의 철도 이용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조건하에서 전체 작업을 마쳤습니다.  

 

“Croton-Harmon 정거장은 Metro North 선로의 중요한 중심지로서 이번 업그레드로 하여 

매일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수천 명 탑승객의 통근 상황을 개선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현대화한 MTA를 재건하려는 노력하에 

진행하였으며 순조롭게 완공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새로운 벽 패널, 바닥 타일, 천장 타일, 마감, 비품 및 공조설비까지 대기 구역, 화장실 및 

커피와 신문가판대 구역을 포함한 전체 공간에 설치되었습니다. 계단 입구의 바닥 

안내선, 머리 위 사인 조명에 대한 수정 등 업그레이드는 길 찾기가 더 쉬워서 이용객들의 

혼잡을 줄입니다. 더욱 에너지 효율적인 LED 조명 시스템은 정거장을 더욱 밝고 

현대화적인 모습의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정거장 업그레이드 사진은 여기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거장의 배치는 더욱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되었습니다. 탑승권 자판기는 매표구 

근처로 이전하여 탑승권 자가 구매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매표구는 개선된 조명, 새로운 

목공 작업과 마감 및 장애인 접근이 쉬운 계산대로 완전히 개조하였습니다.  

 

정거장 입구의 외곽은 지상 역 건물 정면에 천장 칸막이, 조명, 새로 페인트칠한 에나멜 

외관 및 처마를 강조한 패널 등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MTA Arts & Design사는 예술가 

Corinne Ulmann에게 의뢰하여 정거장에 알맞은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Croton 

Harmon역에 권리를 부여하고 Ulmann은 그녀가 2013년에 역의 남쪽 고가도로에 

설치한 예술 작품을 확장하였습니다. 새 작품은 사계절의 지역 풍경 변화를 묘사한 

창문의 비닐 풍경화와 뉴욕 카르멜(Carmel)에 있는 Miotto Mosaic Art 스튜디오에서 

가공한 정거장과 도시의 독특한 랜드마크인 크로톤 댐(Croton Dam)을 묘사한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유리 모자이크로 구성되었습니다. Ulmann의 작품은 Hudso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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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의 화가들이 허드선 밸리(Hudson Valley)의 풍경에 대한 로맨틱한 영감에 대한 

경의의 표시입니다.  

 

정거장의 개조는 Sandy Galef 여성 하원의원의 MTA 자본 적립금 30만 달러 지원으로 

된 MTA 캐피탈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Terrence Murph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선 선로의 탑승객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대하였던 개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개선된 미학적 외관과 능률적인 티켓 

구매는 지역 통근자들과 도시 밖으로 나가는 관광객들의 탑승 체험을 더욱 개선할 

것입니다.” 

 

Sandy Galef 여성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지역 많은 유권자가 Metro-North 

선로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여 즐겁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공시설 개선이 

대중교통을 통근자와 관광객들에게 더 매력적이고 더 즐겁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기쁩니다.” 

 

Croton-on-Hudson시의 시장 Dr. Greg Schmid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roton-

Harmon역은 뉴욕시의 모든 구간에 대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의 수많은 

주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주지사님이 이 정거장 개조를 추진하고 전 주의 

공공시설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코틀랜드 타운의 관리자 Linda D. Puglis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뉴욕 시민이 

매일 Metro-North 선로와 Croton Harmon 정거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업그레이드와 

개선은 실제로 그들 삶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거장의 대기 구역에 대한 복구공사는 Kapris, Inc.라는 사회 소수인들의 소유인 작은 

회사가 MTA의 소규모 사업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계약에 성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수상, 혁신 및 모델 사업 프로그램은 신흥 회사 특히는 여성, 

소수자 및 퇴역 군인들의 소유인 회사에 자본, 합작, 기술 보조, 지도 및 그들의 사업 

교훈, 수입 및 성장에 필요한 현장 실습 등에 접근할 유일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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