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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모이니한 트레인 홀 프로젝트 2020년 12월 31일 완공 예정이라고 발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프로젝트가 예산 내에서 일정에 맞추어 완공  

 

James A. Farley 우체국 빌딩의 새로운 트레인 홀은 타계한 Daniel Patrick Moynihan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으며, 세계적 수준의 통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원래 펜 

스테이션의 설계를 기념  

 

트레인 홀은 높이 92 피트 및 넓이 255,000 평방피트 규모로 펜스테이션의 콩코스 

공간을 50% 확대  

 

수십 년 동안 뉴욕이 추진한 가장 야심찬 운송 및 인프라 개선 공사를 대표하는 프로젝트 

 

Cuomo 주지사는 2016년 시정연설에서 이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16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처음 발표한 

모이니한 트레인 홀(Moynihan Train Hall) 공사를가 2020년 12월 31일 완공될 예정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열차를 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16억 달러가 

투자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 100년 이상이 지난 255,000 제곱피트 규모인 James 

A. Farley 우체국 건물(James A. Farley Post Office Building)에 대규모 업그레이드 

공사를 실시하고 미국에서 가장 이동량이 많은 교통 허브를 재설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펜 스테이션(Penn Station) 철도 복합지구의 콘코스 공간이 50 퍼센트 

확장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힘입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일정 

내에 예산에 맞추어 개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수십 년동안 펜 스테이트 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수 년의 공사를 진행하여 마침애 2020년 말 예산 

내에서 일정에 따라 모히니한 트레인 홀이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성과는 

우리가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한 세기에 한 번 찾아올법한 엄청난 보건 

위기를 겪으면서도 더욱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팬데믹이 

꺾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합니다. 새로운 모이니한 트레인 홀은 강한 

뉴욕(New York Tough)의 현신입니다." 

 

뉴욕 및 노스이스트 전역의 교통 네트워크의 핵심인 펜 스테이션 업그레이드는 오랫동안 

주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우선 순위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James A. Farley 



 

 

우체국 건물을 트레인 홀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수십 년 전에 처음 제안되었지만,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지연되었으며 또한 연방 정부의 무대응으로 좌절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리더십 덕분에 이 프로젝트의 주요 공사가 2017년에 

시작되었으며 일정 내에 예산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해군 참전용사로 24년간 뉴욕주 상원의원을 역임하고 본 프로젝트를 지지했으며 최근 

타계한 Daniel Patrick Moynihan 미국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모이니한 트레인 

홀은 암트랙(Amtrak)과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발권 및 대기실로 

사용됩니다. 모든 LIRR 및 암트랙 열차는 트레인 홀에서 이동할 수 있는 17개의 

트랙에서 출발 또는 도착합니다. 

 

2020년의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보건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였으며, 일정 내에 예산에 맞추어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16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나도 부동산 신탁(Vornado Realty Trust), 릴레이티드 컴퍼니스(Related Companies), 

스칸스카(Skanska),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LIRR, 암트랙, 뉴욕뉴저지 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등이 참여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설계 공사 

파트너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설은 수십 개의 LED 및 LCD 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방식을 사용해 명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기차 정보 및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각 철도 서비스 운영자의 고객 

서비스실 및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를 위한 전용 휴게실 등이 마련되어 이동자들의 

경험을 한층 개선합니다. 와이파이 6(Wi-Fi 6)을 사용하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트레인 홀 전역에 설치되어 승객들은 끊김 없이 콘퍼런스, 회의에 

참석하거나 고화질 영화를 감상하고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원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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