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지하철 무단 투기 근절과 공공안전 개선을 위한 “청결 유지” 사업 발표  

  

지하철 침수, 화재 및 운행 지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쓰레기 불법 투기  

  

현행 50달러인 지하철 내 쓰레기 투기 과징금을 100달러로 인상하도록 DEC에 지시  

  

지하철 이용자들에게 쓰레기 투기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알리는 공익 광고 공개 - 시청하기  

  

운행 신뢰성 개선 및 지연 감소를 위한 MTA의 물 관리 및 쓰레기 제거 작업 보완  

  

Cuomo 주지사 발표 관련 사진은 여기를 참고하십시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하철 침수와 화재, 장시간 운행 지연을 중요 원인 중 

하나인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청결 유지(Keep It Clean)”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MTA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공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지하철 승객들에게 

알리는 공익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현행 50달러인 지하철 

내 쓰레기 투기 과징금을 100달러로 인상할 것을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에 지시했습니다. 새 과징금은 7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행위이며 운행 지연 수십만 건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수백만 뉴욕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 사업은 쓰레기 무단 투기와 관련된 운행 지연을 원천적으로 근절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MTA가 뉴욕 주민에게 합당한 양질의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밤, Cuomo 주지사는 이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고 MTA의 지속적인 쓰레기 제거 및 

누수 줄이기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mruKdbqRpQ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sets/72157688714416615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sets/72157688714416615


 

 

“우리 모두의 MTA(Our MTA)” 공익광고(Public Service Announcement, PSA)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단지 무례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뉴욕답지 않은 행동이며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쓰레기는 선로 화재와 침수의 원인이 되어 장시간 운행 지연을 

초래합니다. 또한, 앞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적발 시 100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당당한 뉴욕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쓰레기는 적절한 곳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뉴욕은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MTA는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지하철에서 매일 수백만 갤런의 물을 빼내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매년 선로에서 발생하는 화재 관련 사건 700건이 쓰레기 무단 투기와 

연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개월간, 괴어 있는 물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물이 노반을 흐르는 과정에서 함께 쓸려가던 쓰레기가 쇠살대가 쳐진 철로 배수구를 

틀어막게 되는데, 그로 인해 노반 위에 물이 고이면서 선로 플레이트와 침목의 부식 및 

분해가 빨라집니다. 고이는 물이 늘어나면 수위가 상승하면서 지하철 신호 장비에 

영향을 미쳐 신호를 적색으로 바꿈으로써 열차를 선로 위에 정지시킵니다. 수위가 더 

상승하면 제3레일에 닿으면서 전기 계통에 심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이 경우에는 열차를 

즉시 멈추고 물을 빼낼 때까지 운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또한 제3레일 절연체가 흠뻑 

젖고 양극 케이블에 물이 들어가면 화재가 발생하여 문제 부위를 분리해서 수리할 

때까지 운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청결 유지(Keep It Clean)” 사업은 앞서 비상계획(Emergency Plan)을 통해 발표된 

MTA의 침수 관리 및 쓰레기 제거 작업을 지원합니다. 시스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MTA에서는 예방 목적으로 역사 사이의 물과 쓰레기 제거 작업을 진행하여, 백년이 넘는 

운행 과정에서 쌓인 오물과 쓰레기를 제거하는 중입니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MTA는 또한 4,325개의 누수부를 약액 주입 공법으로 밀봉하고, 

거리 배수구 쇠살대(막히면 물이 지하철로 흐름)와 선로 및 배수구를 청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거된 쓰레기와 오물의 양은 브루클린 캐럴스트리트역(Carroll St. 

Station)에서 단 하루 만에 수거된 7만 파운드를 포함하여 이미 230만 파운드에 

이릅니다. 캐럴스트리트역(Carroll St. Station)에서 수거된 쓰레기 사진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특수 중장비를 본선로의 43%(286마일)를 

차지하는 우선 노선 10개에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제터(Portable Jetter)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ubwayTrash.pdf


 

 

 139마력 디젤 엔진으로 작동하는 15,000 PSI 수압의 “스네이크” 펌프 - 배수구 

청소용  

 매일밤 300피트씩 청소 가능  

 현재 두 대가 운용 중이며 추가로 두 대가 더 투입될 예정  

  

벡트론(Vactron)  

 83마력 디젤 엔진으로 작동하는 진공청소기 및 제터(jetter) 복합기 - 배수구 

청소용  

 매일밤 400피트씩 청소 가능  

 현재 한 대가 운용 중이며 추가로 두 대가 더 투입될 예정  

  

이동식 진공청소기(Portable Vacuum)  

 배기가스 없는 10마력 배터리로 작동하는 진공청소기 - 노반 오물 제거  

 매일밤 700피트씩 청소 가능  

 현재 두 대가 운용 중이며 다음 달에 10대가 더 투입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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