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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11월 13일 

 
CUOMO 주지사, LIRR이 LONG BEACH 지선의 평일 제한적 열차 서비스를 복구할 것이라고 발표 

 
열차는 평일 오전 4:58 ~ 오후 8:58 사이의 피크 시간에는 시간 마다 1회 및 비피크 시간에는 2시간 

마다 1회 운행 
 

이 지선의 제3 레일 전력이 복구될 때까지는 디젤 기관차가 운행될 예정 
 

운행 스케줄 첨부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MTA Long Island 철로가 11월 14일 수요일 오전 5:00에 Long Beach와 
Lynbrook 사이의 제한적 평일 열차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허리케인 
Sandy가 전체 지선의 제3 레일 전력을 망친 이래 타격이 심한 Long Beach시까지 열차가 처음으로 
운행되는 것입니다.  
 
“뉴욕주의 교통 시스템은 허리케인 Sandy의 재앙적 영향에서 단계적으로 복구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LIRR Long Beach 라인의 이 제한적 운행은 통근자와 이 서비스에 
의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3 레일 전력을 요구하지 않는 디젤 열차를 사용하여 LIRR은 Long Beach 지선의 Long Beach와 
Lynbrook 사이 약 20분 운행 구간에서 전부 정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수퍼폭풍 Sandy로 황폐화된 이 지선을 따라 Long Beach시까지와 주변 커뮤니티까지의 열차 
서비스를 일부 수준이라도 복구하는 것이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라고 LIRR 
사장 Helena E. Williams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출근해야 하고 복구 작업자들이 복원 
노력을 돕기 위해 Long Beach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압니다. 우리 엔지니어링 요원들과 
작업자들은 해법을 찾기 위해 논스톱으로 일해 왔습니다. 이 디젤 서비스로 우리는 이 지선을 따라 
수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형된 서비스는 평일 오전 4:58 ~ 오후 8:58 사이에 운영될 것입니다.  
열차는 오전/오후 피크 기간에는 매시 운행되고 Lynbrook에서는 직접 플랫폼이 연결되며(붐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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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만) 비피크 기간에는 2시간 마다 운행될 것입니다. 비피크 시간에 고객들은 Lynbrook에서 연결 
서비스를 최대 15분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Long Beach 지선 열차는 주말 또는 추수감사절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운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신에 Long Beach와 Lynbrook 사이의 각 역에서 버스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는 LIRR의 피크 및 비피크 요금이 발효되지만 Long Beach에서 Centre Avenue까지의 
열차에서 티켓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는 역 요금이 청구될 것입니다. 이 지선의 일부 역 및 티켓 
판매기의 전력은 여전히 없습니다. 다음 역에서 승차하는 고객에게는 더 낮은 역 요금이 청구될 
것입니다: Centre Avenue, East Rockaway, Oceanside, Island Park, Long Beach. 그러나 고객들은 
지체를 피하기 위해 가능할 때마다 미리 티켓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LIPA는 Long Beach LIRR 역의 
전력을 복구하였기 때문에 티켓 사무소가 열릴 것입니다. 이 비상 동안에는 Lynbrook 티켓 
사무소도 주 5일 열릴 것입니다. 
 
제3 레일에 전기를 공급하는 Long Beach 지선의 4개 변전소 중 3개가 이번 침수로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Long Beach 조차장의 한 개 변전소는 해수와 함께 인근 하수 처리장에서 범람된 
하수의 피해를 겪었습니다. 열차가 보관되고 정비되는 Long Beach 조차장의 전기 스위치들이 
해수에 침수되어 손상되었습니다. LIRR은 이 손상을 수리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LIRR은 정규 
서비스가 적어도 다음 3주 동안 재개될 수 없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LIRR은 11월 6일에 위안소로서 Long Beach 대합실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 기기를 충전하기 위한 전기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LIRR은 이 지선을 따라 무료 셔틀 버스 서비스도 운영해 왔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참조 첨부 파일: LongBeach_TT_EffectiveNov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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