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개요

Metro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로스앤젤레스 Westside로 향하는
Purple Line 확장 사업의 첫번째 부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체 9 마일 공사가 완공되면 Miracle Mile, Beverly Hills,
Century City, Westwood를 포함한 LA의 가장 분주한
행선지까지 빠르고 믿을 수 있는 대중 교통으로 가실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 확장 사업이 완공되면, 통근객들은 이 지하철을
이용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과 Westwood 구간을 단 25
분 만에 주파하게 됩니다. 49,000명의 이용객들이 7개의 신규
역 중 한 곳을 통해 지하철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많은 신규 대중 교통 이용객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Metro
철도 시스템을 여러 곳에서 탑승하여 Westside로 이동하고자 할
것입니다. 본 확장 공사를 통해 Westside에 거주하는 분들 또한
지역 전체를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 공사에는 두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 지하철 역 및
출입구 공사, 그리고 역 사이 구간을 채우는 터널 공사입니다.
지하철 역 공사와 터널 공사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하철 역은 땅 표면에서부터 역을 차지할 구역을 굴착하면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시공 스테이징 구역은 일반적으로 지하철 역
공사장에 인접해 있습니다. 터널 공사는 완전히 지하를 뚫어서
최신 터널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본 사업을 위해 대규모의 철저한 계획, 분석 및 환경 평가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되었습니다. 2012년 4월 및 5
월에 Metro 이사회는 본 사업을 승인하고 사업의 최종 환경
영향 진술서/보고서(EIS/EIR)를 인증했습니다. 이후 연방교통청
(FTA)은 연방 정부의 환경 평가 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사업
결정 기록(Record of Decision)을 발급했습니다. 이러한 합동
조치들은 본 사업 진행에 반드시 요구되는 모든 환경 평가와
승인이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 자료표는 지하철 역 및 터널 시공 절차의 개요를 제공하고,
시공 스테이징 구역을 논의하며, 발생 가능한 공사 영향들을
알려드립니다.

Purple Line Extension 공사를 통하여 지역 내 52,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아래에 보이는 3 단계 일정에 근거하여 $72
억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urple Line Extension
공사 자금은 지역 자금, 연방 자금, 연방 융자를 통해 마련됩니다.
자금의 약 4분의 3은 2008년 유권자에 의해 승인된 법안 R(
지역 0.5 센트 판매세)에서 비롯됩니다. Metro는 사업 부분 1을
위해 연방교통청으로부터 $12.5억의 전액 자금 보조금 합의서를
받았으며, 현재 사업 부분 2를 위해 New Starts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정부의 매칭펀드를 얻고자 노력 중입니다.

공사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은 지하철 역 공사와 관련 시공
스테이징 현장을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역 사이의 터널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지면 상의 방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종 EIS/EIR은 공사 관련 영향들을 평가했으며 이러한
영향들이 완화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공 스테이징 구역
시공 활동의 대부분이 지하에서 진행되기는 하지만, 자재들을
보관하고 시공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지면에도 상당한 크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공사를 위해 지하철 역 공사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하철 역에 직접 인접한 두 개의
스테이징 구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지하철 역의 합계 스테이징 구역의 크기는 보통 약 1~3
에이커 정도입니다. 보다 넓은 지역은 터널 보링기(TBMs)
가 착수되거나 혹은 터널 공사 과정에서의 흙이 제거될 곳에서
필요합니다. 흙 제거 구역에는, 흙을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적절한
처분을 위해 잠재적으로 분류할 장소, 공공도로 밖의 트럭 하역
장소, 그리고 장비/공사 자재 보관 장소가 있게 됩니다. 스테이징
구역에는 사무소 용 건설 트레일러, 작업장, 그리고 약간의 직원
주차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흔히, 시공 스테이징 구역은
지하철 역 출입구가 위치할 장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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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스테이징 구역 (계속)
스테이징 구역은 Metro가 매입했거나 혹은 공사 기간 동안
사유지 소유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 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보유한 소유주들은 지하철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사유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취득
자료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 일정
현재의 자금 흐름에 따르면 본 사업은 3 단계로 건설되며, 2023
년에 개통될 계획인 Wilshire/La Cienega가 첫 단계입니다. 이
3 단계 시나리오에 의하면, 총 사업은 이전 장 도표에 소개된
일정에 근거하여 $72억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 영향 및 완화
지하철 공사가 아무런 영향 없이 완수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한 몇가지 영향들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소음, 먼지, 진동 또는 공사장의 시각적 모습;
>>지하 공사 활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일시적 도로 폐쇄로 인한 교통 영향;
>>공사장 근처 상인들에 대한 영향; 혹은
>>공사장으로 장비를, 또는 공사장으로부터 흙을 나르는 트럭들로
인한 교통 및 기타 영향.

purple line extension 사업

2018년 겨울

공사

본 사업의 최종 EIS/EIR은 공사 과정에서의 영향을
포함하여 지하철 시공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철 역, 역 출입구, 시공 스테이징 장소의 사용,
지하 터널 건설로 인한 모든 잠재적 영향들이 포함됩니다.
최종 EIS/EIR에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영향들을 제거하거나
또는 줄이기 위한 완화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사 날짜 및 시간의 제한;
>>모든 도로 폐쇄에 대한 우회로 확인;
>>트럭 수송 노선 명시;
>>공사장 둘레에 방음 및/또는 장식용 울타리 사용; 또는
>>지역 사업체들에 대한 보조, 기타 등등.

추가 정보
지하철 공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metro.net/purplelineex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및 의견 건의 방법
Metro는 본 사업 추진 내내 여러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공사 진전 상황은 저희 웹사이트
metro.net/purplelineext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곳에서 작업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남길 수도 있으며, 본인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다가오는 회의 및 기타 중요 사항에 관해 저희가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Purple Line

213.922.6934
purplelineext@metro.net
metro.net/purple
twitter.com/purplelineext
facebook.com/purpleline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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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지하철 역 건설

각 지하철 역 공사는 약 5~7년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철 역은 커다란 박스 모양으로, 길이는 약 800-1000
피트이고 넓이는 70 피트입니다. 완공 후, 이 박스는 다음을
수용하게 됩니다:
>>박스의 가장 아래 층은 승객들이 지하철을 승하차하는 역
승강장;
>>승강장과 지상 도로 사이의 중간 단계는
승차권 발매기가 위치하는 중앙 층;
>>최소 한 개의 일층 역 출입구;
>>최소 한 개의 엘리베이터, 두 개의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각 층
사이의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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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준비

역 공사장 준비 작업은 보통 전력선, 송수관, 하수관,
가스관, 케이블/전화선 및 빗물 배수관 같은 모든 지하
공공사업들을 보호하거나 재이동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폐쇄

아래에 공공사업이 위치하는 도로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작업 현장을 둘러가는 우회 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회로는 흔히 주말 또는 한가한 기간
중으로 제한됩니다.

>>역 장비 및 통신, 전력, 통풍, 유지, 등과 같은 기능들을 수용할
비공개 공간.
지하철 역의 깊이는 일반적으로 50-60 피트이며 승강장에서
지상으로의 승객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도로 아래에서 건설
중일 때에는, 임시 콘크리트 데킹 아래에서 건설됨에 따라 도로
상의 교통은 계속 운행됩니다.
공공도로 밖에 위치하는 경우,
건물을 건축할 때와 비슷하게 온통파기 방식으로 건설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역 공사 초기 도로 굴착 시 임시 차선 혹은 도로 폐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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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 공사는 다단계 과정을 거치며 역이 지하에서 건설되는 경우 좀 더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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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데킹 설치

공사 과정의 다음 단계는 임시 도로 표면의 역할을 할 콘크리트 데킹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지하에서 공사가 계속되어도 차량들은 지속적으로
운행하도록 합니다. 수직 버팀대 더미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되며 이
위에 철재들이 공사 지역을 가로질러 설치됩니다. 그 후 콘크리트 데킹이
철재 위 부분에 도로와 같은 높이로 설치됩니다. 임시 데킹은 또한 인도 및
진입로 등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폐쇄

흙 제거

콘크리트 데킹이 제자리에 설치되면, 역 공사가
아래에서 진행되는 동안 위에서 차량들은 계속
이동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지하철 역 박스가 생길 구역 내의 흙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와 동시에 역 박스 주위의
땅바닥을 지지하기 위해 굴착되는 곳의 가장자리를
따라 버팀목이 설치됩니다.

초기 도로 굴착 및 콘크리트 데킹 설치 작업에는 일시적인 도로 폐쇄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요일 밤 퇴근 시간대 이후 시작하여 일련의
주말 간 순차적으로 행해지며,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대 이전에 도로
개통이 재개됩니다. 일부의 경우, 지역 사회에 따라 이 과정의 전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로를 계속적으로 폐쇄할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일부
차선만 폐쇄하여도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경우, 나머지 차선에서 차량
운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도로 전체가 특정 기간 동안 전면
폐쇄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들은 평행한 도로를 이용하도록
일시적으로 우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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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역 공사

지하철 역 박스의 아래까지 굴착이 완료되면, 역 내부
공사가 시작됩니다.
지하철 역의 공공 구역에는 건축 설계 처리 및 예술
작품, 정보 표시기, 조명, 신호 체계, 보안 감시 기기 및
기타 다수의 디자인 요소들도 포함됩니다.

데킹 제거 및 복구

공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 중의 하나는 데킹 제거
및 도로 복구입니다. 이 작업 또한 야간 및 주말에
실시되거나, 또는 도로를 계속적으로 폐쇄하고 지하철
역 박스 위에 도로를 재건함으로써 더 짧은 기간 내에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지면에는
지하철 역 출입구 외에는 흔적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우측 사진: Hollywood/Highland 역 건설 중 시공
스테이징. Hollywood Bl 상의 차량이 계속 이동 중인
점에 주목하십시오.

터널 공사
터널들은 보통 그 지름이 약 20 피트에 달합니다.
두 개의 평행한 터널이 서로 약 20피트 떨어져있고,
각 터널이 지하철이 운행되는 양방향을 맡고 있습니다.
터널들은 일반적으로 약 50-70 피트 깊이에 있는데, 역
사이 구간에서는 더 깊이 위치하기도 합니다. Purple Line
Extension 공사의 터널 정렬의 일부는 이보다 훨씬 깊숙히,
최대 약 130 피트 아래까지 있게 됩니다.

터널 보링기 (TBMs)

지하철 역 사이의 쌍둥이 터널들은 TBM을 이용해
건설되는데 이것은 TBM 발사장이라고 불리는 거대
통로를 통해 기중기로 땅 속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러한 발사장들은 보통 하나 이상의 지하철 역 박스
근처의 스테이징 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TBM들은
평행으로 전진하며, 하루 평균 40~50 피트 속도로 터널을
뚫습니다.

PRESSURIZED-FACED TBMs

TBM의 절삭면 및 기타 측면들은 보통 각각의 터널 뚫기
작업에 맞추어 주문 제작되며, 마주하게 될 토양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 터널 공사에서는 Pressurized-faced TBM이라고
알려진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들은 둘러싼
땅바닥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기계가 전진함에 따라 조립식
터널라이닝(PCL)을 설치합니다. 가장 최근에 Metro는
Pressurized-faced TBM을 Metro Gold Line Eastside
Extension 공사의 1.8 마일 터널에 사용했으며 측정 가능한
표면 침강 또는 입증된 재산 피해 청구는 없었습니다.
Pressurized-faced TBM을 이용한 또다른 최근 사업은
로스앤젤레스 시의 거대 직경 East Central Interceptor
Sewer로서, Exposition Bl의 일부 아래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특수 상황

특수 상황들을 수용하기 위해 도중에 다른 조치들이
터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스나 물기가 많은 땅의
구역에서는 이차적 터널 라이너 또는 개스킷, 혹은
강화된 통풍 시스템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터널이
지진 단층을 가로지를 수 있는 곳에서는, 더 넓은 터널을
뚫거나 유연한 터널 라이너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굴착토

터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굴착토는 기동차나 컨베이어
시스템 위에 올려진 통에 담겨 터널을 통해 TBM 발사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스템은 흙을
지면으로 제거하기 위해 슬러리 수송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슬러리 시스템에서는 굴착토를 액체와 혼합하여
터널의 수송관을 통해 펌프로 퍼올립니다. 흙은 지상

작업장에서 액체와 분리됩니다. 지하철 역 사이의 터널
뚫기가 완료되고 터널 표면 공사가 끝나면, 기차 선로와 전기
시설들이 설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