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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L 프로젝트(L PROJECT) 터널 활성화의 첫 번째 단계가 일정보다 빨리 

예산에 맞춰 완료되었다고 발표  

  

전체 L 터널 프로젝트(L Tunnel Project)는 2020년 4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활성화 

개시일부터 예상된 15~18개월보다 3개월 앞선 12개월 만에 완료될 예정  

  

첫 번째 튜브 활성화는 5개월 만에 완료되었고, 나머지 튜브에 대한 다음 공사 단계는 

즉시 시작되며 현재의 모든 대체 서비스 옵션 및 L 서비스 수준은 변경되지 않음  

  

터널 진행 상황의 사진과 활성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 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L 프로젝트(L Project) 터널 활성화의 첫 번째 단계가 

일정보다 빨리 예산에 맞춰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튜브에 대한 작업이 

5개월 만에 끝났기 때문에 전체 카나르시 터널 활성화(Canarsie Tunnel Rehabilitation)는 

2020년 4월에 예산에 맞춰 완료될 예정이며, 이는 예상된 15~18개월보다 3개월 빠른 

일정입니다. Cuomo 주지사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고위 지도부는 지난 일요일에 완성된 맨해튼 튜브를 시찰하며 완전한 

차단을 방지하고 L 고객의 90%를 위한 정기 열차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 새로운 

건설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식 작업 방법을 포기하고 새롭게 

사고할 때 일어나는 일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더 빠르고 저렴하게 양질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우수하고 안전한 터널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향후 운영 방법에 

관한 연구 사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현대화하고 뉴욕에 적합한 

21세기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가오는 역사적인 자본 계획 시행에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주신 학술 파트너들에게 다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새로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지도부들이 지금까지 해낸 

작업을 칭찬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수석 개발 담당관 겸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자본 건설(MTA 

Capital Construction)의 회장인 Janno Lie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의 

운송 미래에 대한 대담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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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L 프로젝트(L Project)의 터널 활성화를 위한 이 

이정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주요 프로젝트의 

실행을 개선하기 위해 배운 교훈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자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같은 종류의 적극적인 공공 프로젝트 

관리 전략을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최고 경영자 겸 회장인 Patrick J. Foy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한 생각의 방식을 바꾸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우수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 주지사의 비전에 찬사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절박감과 

목적의식을 갖고 일해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예상보다 훨씬 빨리 마친 Janno의 모든 

팀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수십만 명의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이 

모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오늘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는 이 작업에서 교훈을 얻어 새로운 자본 계획(Capital Plan)의 자본 계획 

프로젝트(Capital Plan projects)에 구현할 것입니다."  

  

지난 2019년 1월에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L의 전체 

폐쇄를 앞두고, Cuomo 주지사는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와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공과 대학의 학장을 포함한 학술 지도자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이들은 두 개의 L 튜브를 검토하고 활성화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완료할 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학술팀은 검토 후 전 세계 및 여러 산업의 운송 

시스템에 사용되는 새로운 건설 방법과 기술을 추천했습니다. 이 방법과 기술은 이전에 

진행된 미국의 유사한 프로젝트에는 한 번도 통합된 바가 없습니다. 뉴욕시 교통부(New 

York City Transit, NYCT)는 4월에 활성화 작업이 시작된 후에도 이러한 기술을 통해 

건설 전반에 걸쳐 터널에서 지하철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맨해튼과 

브루클린 사이의 L 고객 대부분을 위한 평일 통근이 중단되지 않았으며, 이는 하루에 

가장 고객이 붐비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기 전에, 

뉴욕시 교통부(NYC Transit)는 터널의 인프라를 철거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L 기차 터널 

전체를 폐쇄할 예정이었습니다.  

  

터널 활성화에 대한 개정된 접근 방식을 통해 첫 번째 튜브에서 완료된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케이블 랙킹 시스템 및 새로운 내화성 케이블: 활성화 계획은 내화성 

케이블을 콘크리트 벤치 벽 내부에 묻지 않고 터널 측면에 매달기 위해 랙킹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케이블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고 

케이블이 튜브에서 더 높은 곳에 위치하여 홍수로 인한 손상 가능성이 감소하므로 

터널의 전반적인 복원력을 높입니다. 7,110 리니어 피트의 케이블 랙에는 통신, 

무선 안테나, 펌프 전원 및 제어, 광섬유 케이블과 같은 총 48,440피트의 새로운 

케이블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케이블 랙 위에는 28,000피트의 새로운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L_Train_Booklet_6_pages_8.5x11_LowRes.pdf


 

 

신호 케이블이 설치되었습니다. 터널 조명 도관, 음향 출력 전화, 안테나 및 터널 

콘센트 전원 등 38,855피트의 다른 새로운 케이블이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 산업용 섬유 강화 폴리머(fiber-reinforced polymer, FRP)를 사용한 새로운 벽 

구조: 이 소재는 전 세계의 교통 시설에서 교량의 무거운 하중을 견디는 데 

사용되었으며 터널을 따라 새로운 벽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튜브 벽 

구조와 벤치 벽은 전체 L 터널 구조의 분리된 두 부분이며,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의 피해에서 튜브 벽은 튼튼하게 유지되었고 벤치 벽만 

손상되었습니다. 섬유 강화 폴리머(FRP) 재료는 구조화 패널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 손상된 벤치 벽을 감싸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영구적인 벽 구조를 만들었으며, 기존 콘크리트 벤치 벽을 제거할 필요가 없어 

시간을 절약하고 파편 및 철거 관련 먼지의 양을 줄였습니다.  

  

• 새로운 플레이트와 연속 용접 레일을 포함한 새로운 트랙: 새로운 트랙 타이를 

포함한 6,305트랙 피트가 연속 용접 레일을 사용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이 레일은 

열차가 더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해 주며, 자동차 장비의 마모 및 

파손을 줄이며 관련 유지보수 비용을 낮춥니다. 견인 동력 시스템은 또한 새로운 

복합 접점 레일, 새로운 견인 전력 음극 리턴 케이블 시스템 및 새로운 견인 전력 

양극 케이블로 대체되었습니다.  

  

• 새로운 배출관, 파이프 및 제어 장치: 펌핑 시스템은 잠재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더 

큰 홍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물 펌핑 

용량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약 

3,415 리니어 피트의 배출 파이프가 9개의 새로운 펌프 매니폴드와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 새로운 광섬유 모니터링 시스템 보정 중: 첫 번째 튜브에는 7,000피트의 특수 

하이드로 및 지오센싱(geosensing) 광섬유 케이블이 설치되었습니다. 시스템은 

현재 기준 데이터를 수집하여 내부 및 외부 벤치 벽의 잠재적 이동을 적절히 

모니터링하도록 시스템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케이블이 두 번째 튜브에 

설치되고 보정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데이터 및 경고를 뉴욕시 대중 

교통부(NYCT) 레일 제어 센터로 직접 전송합니다. 보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기적인 검사가 계속됩니다.  

  

브루클린행 열차를 운반하는 나머지 트랙 터널에서의 작업은 9월 30일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L 프로젝트(L Project)의 진행에 따라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L 기차 

서비스와 공기 품질 관리 및 지속적인 고객 정보 캠페인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전반부에 대한 모든 대체 서비스 계획은 두 번째 터널에서 

작업이 계속됨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된 M 서비스를 포함한 평일 야간과 주말의 개선된 7GM 지하철 서비스 노선.  

• 추가적인 평일 야간과 주말의 M14 셀렉트 버스 서비스(Select Bus Service)를 

포함한 14번가(14th Street)의 개선된 버스 서비스.  

• 리보니아 스트리트 L(Livonia St L)과 주니우스 스트리트 3(Junius St 3) 사이, 

브로드웨이 G(Broadway G)에서 휴즈 스트리트 JM(Hewes St JM) 또는 로리머 

스트리트 JM(Lorimer St JM)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료 지하철 환승 

제공.  

  

터널 활성화 외에 L 프로젝트(L Project)의 추가 계획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드포드 애비뉴(Bedford Av) 및 1 애비뉴(1 Av) 역에 더 많은 L 기차 서비스와 

새로운 엘리베이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새로운 변전소 3개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 1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일정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최근 14번가-6 애비뉴(14 St-6 Av) 역의 L 프로젝트(L Project) 접근성 이니셔티브, 

14번가-유니온 스퀘어(14 St-Union Sq) 역의 새로운 에스컬레이터, 브루클린 L(Brooklyn 

L) 역을 선정하는 역 업그레이드를 위한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정 

및 대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 프로젝트(L Project) 서비스 정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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