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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뉴욕시 교통국(MTA NEW YORK CITY TRANSIT) 

정비소 방문  

  

지하철 실행 계획(Subway Action Plan) 전액 지원금으로 지하철 수리를 가속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지하철 실행 계획(Subway Action Plan)을 통해 지하철 정비소는 24시간 운영되며 매년 

약 40%의 지하철을 추가로 수리할 예정  

  

동영상은 여기 그리고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Joseph Lhota 청장과 

함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뉴욕시 교통국(MTA New York City Transit)의 207번가 

지하철 정비소(207th Street Car Overhaul Shop)를 방문했으며, 지하철 실행 

계획(Subway Action Plan) 전액 지원금으로 가속화된 지하철 수리 작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207번가 지하철 정비소(207th Street Overhaul Shop)는 코니아일랜드에 

있는 기타 정비소와 함께 매년 1,300개 이상의 지하철을 완전히 수리할 것입니다. 이는 

지난 여러 해와 비교하여 약 40%의 지하철을 추가로 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FY 2019 state budget)에 확보된 전액 지원금을 통해 뉴욕시 

교통국(New York City Transit)은 지하철 실행 계획(Subway Action Plan)의 일부로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할 것이며,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정비소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운영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뉴욕시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새롭게 자금을 지원받은 지하철 실행 계획(Subway Action Plan)은 뉴욕의 경제와 

주민들이 필요로 하며 이들이 누려야 마땅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하철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시스템의 지연 감소 및 성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지하철 시스템을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빠르게 현대화하기로 

확고히 결심했습니다.”  

https://youtu.be/r0Bu_KFqDNs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695349772545


 

 

  

방문 동영상은 유튜브의 여기에서 제공되며, TV 품질 (h.264, mp4) 파일로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전액 지원금을 통해 R46 및 R142A 차량을 포함한 특수 

차량을 수리하는 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750대의 R46 차량과 관련하여 주간 제어기와 전압 변환기의 수리 및 보강 작업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R142A 차량에 관해서는 특히 출입문 모니터링 제어 장치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집중적인 차량 수리 작업은 지하철의 가장 문제적 요소이자 지연을 일으키는 주범인 

출입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의 출입문은 하루에 700만 번가량 열리고 

닫힙니다. 지하철 실행 계획(Subway Action Plan)의 전액 지원금으로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뉴욕시 교통국(New York City Transit)은 출발 전 차량 관련 지연을 막기 위한 

출입문 주요 구성요소의 수리, 교체 및 검사 작업에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비소는 또한 여름에 특히 중요한 냉난방 및 환기(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HVAC) 시스템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여름 전에 에어컨의 예방 유지보수를 가속하기 위해 

직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이며, 여름 중에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긴급 에어컨 

수리를 하기 위해 직원을 재배치할 것입니다.  

  

Joe Lhota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새로운 지도부는 

수십 년간 방치되어 지연된 유지보수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지하철 실행 계획(Subway Action Plan)의 전액 지원금으로 이 

안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운송 노동자 조합(Transport Workers Union of America, TWU)의 John 

Samuelsen 국제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 명의 대중교통 직원이 근무하는 

차고와 정비소는 대중에게 보이지 않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작업은 지하철의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이 문제를 인식하시고 이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주지사님은 다른 이들이 해결하지 못한 분야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미국 운송 노동자 조합 100번 지사의(TWU Local 100)의 Tony Utano 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철은 수많은 탑승자를 태우고 장거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기계적 

결함을 얻기 쉽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지하철 점검 및 수리를 담당하는 더 많은 직원을 

배치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하철은 더욱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지원금의 절반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https://youtu.be/r0Bu_KFqDNs
https://spaces.hightail.com/receive/mPonwcr9f9/ZGFuaWVsLmJhcnJ5QGVzZC5ueS5nb3Y=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695349772545


 

 

뉴욕시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8억 3,600만 달러 규모의 포괄적인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지하철 실행 계획(MTA 

Subway Action Plan)이 시스템 정지, 고장, 지연, 고객 서비스가 악화되는 문제, 미래의 

현대화를 위해 시스템을 배치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시정부가 이 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대단히 필요한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지하철 실행 계획(Subway Action Plan)을 

전반적으로 재정 지원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4월에 지원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여 2018년 말까지 전체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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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it.cwnls.us/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D017A416F8499909852582670058B9F3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