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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하철 "A" 라인의 파괴된 구간을 새 MTA 서비스가 대체한다고 발표 
 

“A” 서비스는 Howard Beach 역까지 복구됨 
 

폭풍 피해를 입은 “A” 라인 구간은 셔틀 버스로 대체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메트로폴리탄교통청(MTA)이 Howard Beach까지의 지하철 
A 라인 서비스를 재개하고 버스 셔틀을 Far Rockaway의 Mott Avenue까지 시작함으로써 
허리케인 Sandy 후 대중 교통 수단을 상실한 Rockaway Peninsula의 수 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특히 Rockaway Peninsula의 주민들이 심한 타격을 받았는데, 이들에게 
그리고 Howard Beach까지의 교통 서비스 회복은 본인 행정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재건되는 동안 지하철과 
버스 서비스의 이 조합은 그들에게 즉각적인 교통 구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Howard Beach까지의 A 라인과 그곳에서부터 Far Rockaway의 Mott Avenue까지의 셔틀 
버스는 11월 11일 일요일에 시작됩니다. A 열차는 통상적으로 Far Rockaway의 Lefferts 
Boulevard뿐만 아니라 Mott Avenue까지 운행됩니다만 현재는 Lefferts까지만 갑니다. 
Howard Beach까지의 서비스가 회복되면 서비스는 다시 분할되어 절반이 Howard 
Beach까지 갑니다. 
 
심하게 파손된 North Channel 브리지 및 Broad Channel을 통과하는 지하철 인프라가 
교체될 때까지 버스 셔틀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 교량은 폭풍 동안에 침수되었으며 일부 
선로 구간이 완전히 유실되었습니다. 피해 사진은 MTA의 Flickr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flickr.com/photos/mtaphotos/sets/72157631921471055/  
 
“Jamaica Bay의 A 라인 손상은 아주 전례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MTA의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MTA의 회장 겸 CEO인 Joseph J. Lhota는 말했습니다. “전체 A 열차 
회복에는 몇 달 걸리겠지만 MTA는 반드시 해낼 것이며 그 사이에는 우리 고객들에게 
대체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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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비스가 Howard Beach까지 복구되고 셔틀 버스가 그것을 Far Rockaway의 Mott 
Avenue까지 연결하면 Rockaway Peninsula의 고객들은 여러 교통 대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 Far Rockaway의 Mott Avenue에서부터 정규 Q22 라인이 Roxbury까지 운행됩니다. 
• Rockaway Boulevard A 역에서부터 정규의 제한적 정거 Q53 버스 서비스가 
Rockaway Park-Beach 116 Street까지 그리고 Q52 서비스가 Arverne-Beach 69 
Street까지 운행됩니다. 
• 2번 및 5번 열차의 Brooklyn College/Flatbush Avenue 역에서부터 정규 Q35 
서비스가 Rockaway Park-Beach 116 Street까지 운행됩니다. 
• E, J, Z 열차의 경우 Jamaica의 Parsons-Archer 역에서부터 정규의 제한적 정거 
Q113 서비스가 Far Rockaway의 Mott Avenue 및 Seagirt Boulevard까지 운행됩니다. 

 
MTA의 최신 교통 정보는 mta.info에 로그인하여 특별 Rockaway 업데이트를 찾거나, 
mta.info에서 TripPlanner+를 이용하거나, 511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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