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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하철 사업 계획(SUBWAY ACTION PLAN)의 일환으로 선로 개선 

작업 설명  

  

완전 자금화된 지하철 사업 계획(Subway Action Plan)으로 지연에 관련된 선로를 줄이는 

연속 용접 선로 작업에 가속도 붙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연속 용접 선로 설치를 19.9마일에서 39.8마일로 두 배 늘릴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루클린 미드우드 구역의 에비뉴 엠 

스테이션(Avenue M Station)을 돌며 지하철 사업 계획(Subway Action Plan)을 가속화할 

선로 개선 작업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현재 자금이 완전히 모였습니다. 39.8마일 

길이의 일부 선로는 연속 용접 선로로 되어있어 고장과 지연을 유발하는 중요 지점인 

체계 내 레일 접합부가 없습니다. 연속 용접 선로를 늘리면 고객들은 더욱 안전하고 

조용하며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전철을 탈 수 있습니다. 본 사업 계획에 완전히 기금이 

모인 덕분에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가 연속 용접 선로를 설치할 길이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19.9마일이었던 선로는 39.8마일로 늘어났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철 사업 계획(Subway Action Plan)의 기금이 

완전히 모였으므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승객들이 매우 원했던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요한 관리와 수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체계의 

대부분이 연속 용접 선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하철 사업 계획(Subway 

Action Plan)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뉴욕 주민들에게 더 편안하고 신뢰있는 지하철 

탑승을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 Lhota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청장, Sally Librera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지하철 선임 부청장,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직원들은 지하철 

체계에서 브라이튼 라인(Brighton Line)(B)(Q)의 부테 선로 용접을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사업 계획(Subway Action Plan)과 관련된 선로 용접 작업의 일환으로 교체될 용접 

부분이 약 390곳이 남아있는데 해당 라인은 그 중 하나입니다. 주지사, Lhota 청장과 



 

 

Librera 선임 부청장 또한 지하철 사업 계획(Subway Action Plan)의 일환으로 이전에 

결함이 있었던 선로가 제거 및 교체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기금으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이제 밀려있는 선로를 10,000개 이상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속 용접 선로는 새 선로가 용접되는 부분에서 속도를 높이도록 도와주는 건설 

기술입니다. 전통적 선로에서는 용접부 근처 또는 그 부분에서 고장이 대부분 

발생하는데 연속 용접 선로는 선로를 중단하지 않는 하나의 형태로 합칩니다. 그 결과 

더욱 적은 압박을 받게 되고 승객들은 부드럽고 조용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연속 

용접 선로는 지하철의 고장을 줄입니다. 일부에서는 자동차 고장을 줄이기 위해 길가에 

패인 곳을 메우는 것과 연속 용접 선로 작업 효과를 비교합니다. 연속 용접 선로에는 

진동을 줄이는 고무판이 있습니다. 도시 지하철 선로의 약 440마일이 연속 용접 선로 

작업에 적합한데, 현재 386.8마일이 개조되고 있습니다.  

  

부테 용접은 이음매판 대신 용접으로 두 선로를 붙일 때 사용되는 테르밋(용해 금속) 용접 

과정입니다. 작업자들은 절단연삭기를 사용하여 두 선로 사이 용접 틈을 1" 길이로 

자릅니다. 그 후 용접이 식을 때 낮아지지 않게 수직으로 용접을 조절하고 궤간면이 

나란하도록 수평으로 조절합니다. 그 후 선로 틈 끝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주형을 

적용합니다. 주형이 예열되고 주형 속에 변환 플러그를 넣습니다. 주형 위에 도가니를 

올리고 점화제에 불을 붙여 용접재 중간으로 밀어 넣은 후 도가니 덮개를 덮습니다. 

반응이 나타나며 융해된 금속과 재료가 주형으로 들어갑니다. 주형이 채워지며 

슬래그(초과)가 슬래그 접시로 들어갑니다. 주형이 차고 5분 후 슬래그 접시와 도가니를 

제거합니다. 용접 주변에 넘친 것을 없애기 위해 주형을 제거합니다. 유압 전단기를 

사용하여 주형을 자르고 그라인더로 선로를 성형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청장 Lhot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철 사업 계획(Subway 

Action Plan)은 우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며 우리가 고객들을 위해 지하철 개선 

방법을 상의할 때 중요한 관리 작업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이를 이해해주시고 

지치지 않고 뉴욕시 교통 직원들에게 필요 자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우리가 원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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