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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3월 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OUTH FERRY SUBWAY 운행운행운행운행 재개를재개를재개를재개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신신신신 역사가역사가역사가역사가 재건되는재건되는재건되는재건되는 동안동안동안동안 구구구구 순환순환순환순환 플랫폼을플랫폼을플랫폼을플랫폼을 재개장하다재개장하다재개장하다재개장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맨해튼 남부 지역에서 하루 1만명이 넘는 승객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4월 첫째 주에 폭우로 파괴된 South Ferry 역사의 한 개 순환 플랫폼에서 열차 1 열차의 

운행을 재개하고 완전한 재건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MTA는 초강력 태풍 Sandy 발생 시 80피트 높이까지 침수되었던 South Ferry 터미널 신 역사를 

실질적으로 재건하는 엄청난 작업을 처리하는 등의 길고도 힘든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면서 Staten Island 

섬주민들과 이 지역에 직장이 있고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을 돕기 

위해서 복합단지 내에 있는 구 역사의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10월 29일 Sandy로 인한 폭풍 해일은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South Ferry 역사로 쏟아냈습니다. 약 

1,500만 갤런의 물이 열차 선로에서 중이층까지 차올라 모든 전기 및 기계 시스템과 구성부품을 

파괴하여 역사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1 열차가 Rector Street에서 운행을 

종료하여 수천 명의 직장인들과 관광객들의 발이 묶이는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South Ferry 신 역사가 복구되는 데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바, MTA New York City 

Transit은 2009년까지 South Ferry 역으로 사용되는 이 역사 바로 위에 있는 구 순환 역사의 재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역사는 커브가 심한 편으로 플랫폼과 열차 사이의 갭을 이어줄 이동식 플랫폼 

엣지 익스텐더가 있어야 하고, 그렇더라도 10대의 열차 중 다섯 대만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MTA New York City Transit이 South Ferry 신 역사의 파손 정도를 평가하고 보니, 복구에 드는 기간이 

너무 길어 승객들이 로어 맨해튼까지 가는 직행을 거부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라고 MTA 임시 

실무국장인Thomas F. Prendergast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 역사에서 열차 운행을 재개하기 전에 

모든 요소와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 작동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South Ferry 신 역사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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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South Ferry 역사 재개 작업에는 신 역사의 중이층과 구 순환 역사 간에 새로운 연결 지점을 

개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야 1 열차와 R 열차의 Whitehall Street 역사 간의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  

 

또 다른 작업으로는 이동식 플랫폼 에지 익스텐더를 재단장하고 피스톤과 기타 구성 부품을 

교체하는 일이 있습니다. 작업반원들은 열차 운행관리실에 전기 피드, 플랫폼을 모니터링할 

폐쇄회로 TV, 고객지원 인터콤, 보안 카메라, 무선 통신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요금 통제 구역을 

복원하고, 역사와 인접 터널의 조명등을 복구하며, 역사 벽의 수리 및 페인트 작업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 South Ferry 순환 열차의 운행 재개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2백만 

달러입니다. 

 

연방교통국은 South Ferry 신 역사의 복구 작업에 소요되는 초기 자금 629,100 달러를 MTA NYCT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자금에는 양수 작업, 쓰레기 제거, 파손 및 점검 장비 평가에 드는 자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FTA 초기 자금은 1월 29일까지 폭풍 준비로 발생된 자금에 대해서도 MTA에 지원하였습니니다. 

MTA가 태풍 Sandy로부터 회복하고 더 견고하게 재건되도록 돕기 위해 제공하는 첫 번째 

자금입니다.  

 

MTA는 파괴된 역사의 재건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기 위해 FTA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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