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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대중교통 체계의 지속적인 복구를 알리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Sandy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일부 
상당 부분 복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통근 시간대에 재개되는 교통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Long Island Rail Road:  

• Babylon Branch: Penn Station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 
• Huntington Branch: Penn Station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  

Metro-North Railroad:  

• Hudson Line: Hudson Line의 Croton-Harmon과 Grand Central Terminal을 연결하는 서비스는 
정기 평일 일정에 따라 운행될 예정입니다. 
• New Haven Line: New Haven과 Stamford/Grand Central Terminal 간의 운행은 정오 쯤 
재개될 예정입니다.  
• Harlem Line:Southeast와 Grand Central Terminal 간의 완전 개통은 내일 아침 재개될 
예정입니다.  

New York City Transit  

•  Flushing Main Street와 Queens의 74th St.을 연결하는 #7 서비스는 오늘밤 자정 경에 
시작됩니다.  
• 이 밖에, Queens Boulevard를 따라 Jamaica Center에서  63rd St. 터널을 지나  Manhattan의 
34th Street/Herald Square를 연결하는 Limited M 서비스는 오늘 오후 재개되었습니다.  

기타 대중교통 서비스 복구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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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Island Rail Road:  

• LIRR은 Jamaica - Atlantic Terminal, Jamaica - Penn, Ronkonkoma - Penn Station, Great Neck - 
Penn Station을 한 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Metro-North Railroad  

• Harlem Line 운행은 오늘 오후 Mount Kisco에서 Southeast Station을 거쳐 확대되었습니다. 
열차들은 오늘 오후 매우 제한된 일정으로 운행하였습니다.  

New York City Transit  

• 일반 운행 서비스의 확대 개편은 Con Edison의 Joralemon과 Rutgers 지하철의 전기장치와 
이들 지하철에서 최고 36th St.까지 연결된 네트워크의 복구에 달렸습니다  이것이 복구되면 
New York City Transit은 4, 5, F 라인 운행과 Manhattan 및 Williamsburg 다리 위를 지나는 일부 
서비스도 재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 전기장치가 복구되면 확실한 Sixth Avenue 운행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일단 전기가 복구되면, 선로가 건조되었고 신호 테스트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한 두 차례 시범 운행을 해보는 것만 남았습니다. 운행 서비스는 두 시간 
내에 재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NYCT가 Dyre Avenue와 Bronx의 East 180th Street를 
연결하는 #5 셔틀 기차의 운행을 준비했지만, 역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MTA 버스 회사/NYCT 버스  

• 오늘 오전 버스가 상황에 따라 노선을 변경해가면서 거의 정상에 가깝게 운행하였습니다. 
평일 휴교 요건 외에도 Atlantic, Jay Street 및 Hewes Street 지하철 대체 버스가 운행하였고, 
지하철 승객들이 많은 Manhattan에 M5와 M20 서비스 증편되었습니다. 
• 보행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어제처럼 전기가 계속 들어오지 않는 도시 지역에서는 일몰 
시 버스 운행 서비스가 축소될 것입니다. Brooklyn 버스 브리지는 자정을 지나서도 계속 
운행할 것입니다. 
• Access-A-Ride,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에정된 약속을 실행하기 시작하다. 14곳의 운송회사 
중 13곳이 현재 철수 활동 지원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버스 운항 서비스는 같은 서비스 레벨을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 페리 서비스가 재개될 
때 Staten Island Ferry를 지원하는 노선을 포함해 일반 노선은 성황이 호전되는 대로 복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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