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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ROCKAWAY PENINSULA의 무료 지하철 셔틀 발표 

 
폭풍 피해를 입은 A 라인 구간을 H 셔틀로 대체 

 
MTA는 교통 옵션을 개선하기 위해 트럭으로 열차를 Rockaways까지 운반 

 
열차 운반 작업의 사진 및 동영상 있음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Rockaway Peninsula의 주민들이 11월 20일 화요일 오전 4시부터 
무료 레일 셔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탄교통청(MTA)은 
Rockaways와 Queens의 나머지 구간을 잇는 선로가 허리케인 Sandy에 의해 손상된 후 
Rockaways에 트럭으로 운반된 지하철 차량을 사용한 서비스를 운행할 것입니다. 
 
새로 명명된 H 열차는 Far Rockaway-Mott Avenue 역과 Beach 90-Holland 역 사이를 15분 마다 
운행하며 운행을 위해 보통 사용되지 않는 Hammels Wye로 알려진 연결을 사용하여 모든 중간 
정거를 할 것입니다. Beach 90-Holland 서쪽의 역들은 신호 시스템이 심하게 손상되어 승객 
서비스를 아직 감당할 수 없습니다. 
 
H 열차는 매일 오전 4시부터 오전 1시 사이에 운행되어 라인의 밤샘 정비 및 검사를 위한 시간을 
남길 것입니다. Far Rockaway-Mott Avenue 역까지 H를 타고 가는 Rockaways 고객들은 그곳에서 
무료 셔틀 버스를 타고 A 열차의 Howard Beach 역까지 가면 MTA New York City Transit 지하철의 
나머지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Howard Beach에서 Rockaways까지의 A 열차 선로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그 작업이 
지속되는 동안 이 새 셔틀 서비스는 Sandy의 영향에서 아직도 회복하고 있는 Rockaways 주민들의 
교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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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 New York City Transit은 Queens의 Ozone 공원에서 평상 트럭에 20대의 R-32 지하철 차량을 
실어 MTA 교량들과 Tunnels Cross Bay Veterans Memorial 브리지를 건너 Rockaway Park-Beach 116 
역의 레일에 다시 놓아서 이 새 H 셔틀 서비스를 창조하였습니다. 
 
각 차량은 길이가 60피트이고 중량은 80,000 파운드입니다. 운반 작업은 네 번의 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운반 작업 사진은 http://flic.kr/s/aHsjCRHC7X에 있고 방송에 적합한 비디오 
원본은 http://youtu.be/MwminkbnAn0에 있습니다.  
 
“MTA New York City Transit은 Rockaway 고객들에게 지하철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전례 없는 
창의력으로 대응하였습니다”라고 MTA 회장 겸 CEO인 Joseph J. Lhota는 말했습니다. “이 부분적 
서비스 복구는 Rockaways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지만 우리의 작업은 A 열차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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