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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PRENDERGAST 회장, 예정대로 개통된 2번가 지하철의  

그믐날 첫 운행 축하 

 

동부 시민들, 공사에 참가한 인부들, 고위 인사들, 당선된 공직자들,  

뉴욕 문화 시설을 이끄는 인사들이 첫 운행식에 참석 

 

축하식에는 뉴욕 특산 식음료와 MTA에서 주최한 뉴욕 지하철 음약 밴드 등 볼거리 제공 

 

북동부지역과 Coney Island 사이를 바로 연결하는 지하철은 1월 1일 정오부터 운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저녁 50년이 넘어서 첫 시스템 확장 공사인 2번가 

지하철(Second Avenue Subway)의 첫 운행을 축하였습니다. MTA 회장 겸 CEO Thomas 

F. Prendergast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진 첫 운행 탑승과 축하식에는 2번가 지하철과 

MTA 공사 인부, 지역사회 위원, 고위인사, 지역에서 선출된 공직자 및 오바마(Obama) 

대통령의 내각 성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 신규 정거장에서 내려 새해를 

알리는 종을 울렸으며 72번가 정거장(72nd Street station)에 모여 축배를 들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오늘, 현실로 되기를 꿈꾸던 

우리의 몇 가지 사연 중에서 2번가 지하철은 더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천만 훌륭한 

뉴욕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역이 개방되고 지하철 운행이 

시작되는 멋진 순간이 왔습니다. 이번 성과로 하여 우리는 정부가 뉴욕주를 또다시 

위대한 도시로 만들려는 대담한 야망을 되찾았고 시민들을 위하여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믐날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2번가 지하철에서 새해를 알리는 종을 울리게 되어서 자랑으로 생각하며 그 어떤 

도전도, 그 어떤 프로젝트도 가능하게 만드는 뉴욕의 새 시대를 다시 여는 것을 

환영합니다.”  

 

첫 운행을 하는 열차에 특별히 2번가 지하철의 로고와 지난주 오픈 하우스에서 공개한 

86번가와 96번가의 새 정거장(86th and 96th Street stations)의 축하장면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새로운 정거장마다 첫 운행 참가자들은 영구적 빔으로 지하철 

탑승자들에게 전하는 뉴욕의 메시지인 “Excelsior(더욱더 높이)”와 “E Pluribus 

Unum”라는 표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거장마다 탑승객들은 뉴욕주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큰 공공 예술 설치물의 일부인 예술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debuts-new-subway-station-96th-street-and-invites-new-yorkers-open-house-ahead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30996745643/in/album-72157676756060010/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31767342186/in/album-72157676756060010/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31767342186/in/album-72157676756060010/


축하식에는 새 선로가 지나는 대형 지하 터널과 정거장들을 건설한 수많은 인부와 

시스템을 운영할 직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주민, 현지 상인 및 선출된 

공직자들도 오바마(Obama) 대통령의 내각 성원인 미 국토부 장관 Jeh Johnson과 

교통부 장관 Anthony Foxx와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Prendergast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역사적 사건과 MTA 자랑스러운 

성원들에 어울리는 성대한 축제입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의 공사 기한 내에 

완공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일하였으며 내일이 바로 이 약속이 대중들에게 실현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대형 프로젝트를 위하여 고생하신 인부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든 

뉴욕시민이 새 선로를 이용함으로써 통근 문제가 크게 향상되기를 희망합니다.”  

 

밤 행사 기간에 참가자들은 지하철을 주제로 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In Transit”를 감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MTA의 “뉴욕 지하철 음악(Music Under New York)” 프로그램의 

일부인 “Sunnyside Social Club”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에서 사용한 

음식과 음료들은 뉴욕주 각지의 다양한 지역 제조업자들이 제공하였습니다. 

 

행사는 Better New York 협회(Association for a Better New York), Blasters, Drillrunners 

and Miners Local 29, 대뉴욕 빌딩과 건설 무역 위원회(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 중앙공원 보호협회(Central Park Conservancy), 맨해튼 

상공 회의소(Manhattan Chamber of Commerce), 메트로폴리탄 예술박물관 

(Metropolitan Museum of Art), 뉴욕 도시예술협회(Municipal Art Society of New York), 

현대 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뉴욕 역사협회(New York Historical Society), 뉴욕 

메츠(New York Mets), 뉴욕주 예술협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뉴욕 

교통박물관(New York Transit Museum), 뉴욕시 동업자협회(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뉴욕 부동산협회(Real Estate Board of New York), 지역개발위원회(Regional Plan 

Association), NYC Sandhogs Local 147, 교통부 노동조합 로컬 100 (Transport Workers 

Union Local 100) 및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이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새로운 Q 열차 운행 서비스 

2번가 지하철은 1월 1일 11시 45분에 역 개방과 함께 정오부터 정식 운행합니다. Q 

열차 서비스는 96번가, 86번가, 72번가, 63번가에서 출발하여 맨해튼을 지나 

브루클린의 Coney Island에 이릅니다. 

 

2번가 지하철은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런 후, 1월 9일부터는 24시간 운행될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6분에 

한 번씩 운행합니다. 

 

이밖에 새 선로는 탑승 시 부드럽고 조용한 운행을 위하여 저진동 열차를 

투입하였습니다. 

 

새 지하철역 



한층 밝고 넓어진 새로운 2번가 지하철역은 편의를 최대화한 장애인 탑승 경로와 

공조시설, 기둥을 사용하지 않아 통풍이 잘된 높은 천장, 선명한 조명 및 뉴욕주의 역사를 

표현한 최대 규모의 공공 예술 설치물 등으로 단장하였습니다. 

 

2층 구조로 된 메자닌(mezzanine) 디자인은 유동성을 향상하고 플랫폼의 붐빔을 

감소하여 승객들의 전체적인 지하철 이용 효율을 높여줍니다. 

 

2번가 지하철의 96번가, 86번가 및 72번가 전철역은 완전히 새로 시공하였으며 

63번가는 새롭게 복구하였고 3번가는 기존의 F선로 환승과 함께 새로운 Q 열차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역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새로운 공공예술 

새로 건설한 2번가 지하철은 선로의 새 역마다 유명 예술가들이 작업한 드라마틱하고 

대형 규모로 하여 뉴욕주 역사상 가장 큰 공공 예술 설치물로 단장하였습니다. 

 

63번가 역(63rd Street Station)에는 Jean Shin이 설계한 “엘리베이티드(Elevated)” 

작품은 2번가와 3번가의 고가 열차 기록 사진을 세라믹 타일, 유리 모자이크 및 유리 

합판으로 구성하여 지하철역의 세 개 층마다 설치하였습니다. 

 

72번가 역(72nd Street Station)에는 Vik Muniz가 설계한 “완벽한 이방인(Perfect 

Strangers)” 작품은 36개 이상의 문자를 모자이크 수법으로 각 층과 입구에 설치하여 

뉴욕시민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표현하였습니다. 

 

86번가 역(86th Street Station)의 작품은 Chuck Close가 설계한 “지하철 초상화 

(Subway Portraits)”라는 예술 작품으로서 9피트 높이의 모자이크 처리와 세라믹 타일로 

예술가의 사진작품을 기초로 공들여 세밀하게 묘사한 12개의 대형 초상화 작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96번가 역(96th Street Station)에는 Sarah Sze가 설계한 “풍경의 청사진(Blueprint for a 

Landscape)” 작품이 종잇 조각, 비계, 새, 나무 및 단풍 등 흔히 보는 물체들이 속도와 

강도를 표현하는 회오리바람 속에 휘날리는 모습으로 전체 역을 단장하였습니다. 

 

2번 애비뉴 지하철 예술 작품의 사진은 여기에서 제공되며, 해당 예술 작품이 포함된 

동영상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통계 숫자 

 인부들은 583,600입방 야드의 돌과 460,300입방 야드의 흙을 

파냈습니다(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의 절반을 넘는 용적) 

 

 사용한 콘크리트 (단위, 입방 야드) 261,038 

 

 사용한 철근 (단위, 파운드) 4,890만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largest-permanent-public-art-installation-new-york-history-ahead-second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sets/72157674093685694
https://www.youtube.com/watch?v=DdimWnTlCLY
https://www.youtube.com/watch?v=DdimWnTlCLY
https://www.youtube.com/watch?v=DdimWnTlCLY


 

 사용한 구조강 (단위, 파운드) 4,070만 

 

 새 선로에는 35개의 새 에스컬레이터와 12개의 새 엘리베이터 및 22개의 새 

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새 선로에는 200,000 제곱피트의 바닥 타일, 130,000 제곱피트의 천장타일 및 

692,000 제곱피트의 벽 타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출입문 숫자: 1,014 

 

 전등 숫자: 10,264 

 

 배수구 숫자: 712 

 

 배관 및 화장실 숫자: 264  

1단계 

2번 애비뉴 지하철 프로젝트의 1단계에는 96번 스트리트, 86번 스트리트, 72번 

스트리트 에 있는 새로운 세곳의 미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준수 지하철역들과 63번 스트리트 및 3번 애비뉴 에 있는 기존의 렉싱턴 

애비뉴/63번 스트리트 역 (Lexington Av/63rd Street Station)으로 이르는 새로운 

입구들이 포함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96번가에서 63번가까지의 운행 서비스로 매일 

200,000명 이상의 승객들을 나름으로써 렉싱턴가 선로의 부담을 줄이고 1940년의 

2번가 지하철 운행 중지로 하여 끊어졌던 지역의 교통을 다시 이어줍니다. 기존의 Q 

노선은 63번가를 통해서 코니 아일랜드(Coney Island)까지 전 구간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들은 다른 지하철 및 통근 열차 노선으로의 환승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들에서는 금융지역(Financial District)의 하노버 스퀘어(Hanover 

Square)까지 노선을 확장할 것입니다. 

 

21세기 교통망을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스마트하고 빠르며 더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주지사의 노력으로, 뉴욕주는 “New MTA” 웹페이지를 개통하였습니다. 웹페이지는 

뉴욕주가 새로운 뉴욕 건설을 위한 전례 없는 1,000억 달러 규모의 공공시설 기획의 

목표에 직접 안내해드립니다.  

 

2번가 지하철 확장공사는 주지사가 주 전역에 걸쳐 노후된 뉴욕의 공공시설을 

근본적으로 재건하고 재개발하기 위한 주지사의 기획 일부입니다. 이 종합적인 기획에는 

새로운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의 재설계, 

롱아일랜드 철로(LIRR)의 2차와 3차 트랙 프로젝트, 신 뉴욕 대교(New New York 

Bridge), Jacob K. Javits Center 센터의 주요 확장공사 및 MTA의 7개 교량과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있는 두 개 터널에 대한 완전 정비 및 업그레이드가 포함됩니다. 

 
 

https://www.ny.gov/programs/new-m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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