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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CHRISTIE 주지사 2012년 11월 12일 월요일부터 NEWARK와 33rd STREET간 

PATH 운행 재개하기로 발표 
 

침수 피해가 큰 World Trade Center와 Hoboken선 복구 작업 계속.  추가 페리 운행으로 승객들을 
Hoboken Ferry Terminal에서 맨하탄의 39th Street Pier로 수송.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뉴저지주 주지사 Chris Christie는 오늘 뉴저지주의 Newark Penn역과 
Harrison역에서 맨하탄선으로 가는 열차의 운행을 11월 12일 5 a.m.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열차는 10 p.m.까지 뉴저지주 Newark Penn역에서 뉴욕 33rd Street까지 양방향으로 
운행합니다. 
 
임시선은 뉴저지주 Newark Penn역과 Harrison역 운행에 추가로 뉴저지주의 Journal Square역, Grove 
Street역 및 Newport역과 맨하탄의 14th Street역, 23rd Street역 및 33rd Street역을 포함합니다.  
열차는 뉴욕시의 Christopher역 및 9th Street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장애인 승객들은 Newark역, 
Journal Square역 33rd Street역에서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PATH 운행은 Hoboken역, Exchange Place역 및 World Trade 
Center역에서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PATH 터널과 여러 역들이 이례 없는 침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으며 따라서 Newark-World Trade Center선과 Hoboken역의 운행은 몇주 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Port Authority 직원들은 정상 운행이 재개될 때까지 장시간 지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각 역의 열차표 구매소의 인파를 해소하기 위해서 승객들은 사전 지불제인 
SmartLink 카드 구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boken과 Manhattan간의 대중교통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Port Authority와 New Jersey 
Transit은 월요일 Hoboken Ferry Terminal에서 페리 운행을 재개할 것입니다. 이제 NJ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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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은 Hoboken Ferry Terminal로 버스를 타고 페리로 환승해서 맨하턴의 39th Street에 위치한 
Pier 79로 갈 수 있습니다.  요금은 5 달러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 a.m.부터 10 a.m.까지 
그리고 4 p.m.부터 8 p.m.까지 Hoboken과 맨하탄 사이를 운행합니다. 무료 셔틀버스가 Pier 79에서 
맨하탄 사이를 운행합니다. 
 
평소에 Hoboken역을 이용해서 맨하탄으로 가는 승객들은 10분간 걸어서 Newport역을 
이용하거나 기타 페리 및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부 맨하탄으로 운행하는 페리는 Liberty 
State Park에서 탈 수 있으며 중부 맨하탄으로 운행하는 페리는 뉴저지주 Weehawken에서 탈 수 
있습니다.   추가로 NJ Transit은 Hoboken과 Port Authority Bus Terminal 사이를 운행하는 106번 
버스의 운행을 양방향으로 두배 늘렸습니다. 
 
최신 정보는 Port Authority 웹사이트 http://www.panynj.gov/path/ 를 방문하거나 Twitter 
@PATHTweet.를 방문해 주십시오. 페리 시간표는 http://nywaterway.com/ 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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