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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는 점차 많은 주민들이 직장과 학교로 돌아감에 따라 지하철 및 통근 

열차 이용자들이 팬데믹 승객 수를 넘어섰다고 발표  

  

9 월 13 일 월요일, 지하철 승객 2 백 77 만 명, 메트로-노스 122,504 명으로 기록 세워  

  

LIRR 는 9 월 10 일 금요일, 150,895 승객 수송으로 기록 세워  

  

LIRR 과 메트로-노스, 노동절 후 주중에 매일 10 만 명 이상 승객 수송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지하철과 메트로-노스 철도(Metro-North Railroad),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승객수가 지난 4 일간 팬데믹 기간의 

승객수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승객수는 뉴욕주민들이 학교와 직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경제를 되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뉴욕의 회복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의 모든 버스와 전철, 철도 시스템의 승객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MTA 에 대한 승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회복이 계속되도록 할 것입니다. "  

  

스태튼섬 철도(Staten Island Railway)가 9 월 13 일 월요일 승객 2,767,385 명을 

수송하는 등 2020 년 3 월 코로나 19 (COVID-19) 팬데믹 시작 이래 최고의 지하철 

승객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이전의 팬데믹 기간 기록인 9 월 10 일 금요일 

2,722,587 명을 능가합니다.  

  

뉴욕 시티 트랜짓(New York City Transit) Demetrius Crichlow 전철 선임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학교에 열차를 타고 가는 일상으로 

되돌아 가면서 전철 시스템이 또다시 분주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우리는 이 모멘텀이 계속되어 근시일 내에 3 백만 승객을 돌파하기를 고대합니다."  

  

메트로-노스 철도는 9 월 13 일 월요일, 승객 122,504 명을 수송하였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 년 3 월 이후 최고의 승객수입니다. 월요일의 기록은 지난 9 월 

7 일 화요일에 세운 철도 이용객 113,742 명의 이전 팬데믹 기록을 능가합니다. 지난주 

메트로-노스는 노동절 다음 주중에 매일 10 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였습니다.  

  



메트로-노스 철도 Catherine Rinaldi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노동절이 지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학교와 직장에 복귀하면서 주중 통근으로 복귀하는 이렇게 많은 승객들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지역이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에서 계속 회복하면서, 

메트로 노스는 더 많은 주중 승객들이 복귀하는 것을 환영하기 원하며, 전보다 더욱 청결한 

열차에서 안전하고, 잦은 배차와 함께,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철도 또한 150,895 승객을 수송하여, 9 월 10 일 금요일에 세운 기록을 4 일 

만에 경신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숫자이며, 

LIRR 는 또한 노동절 후 주간에 매일 135,000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여 강력한 한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의 Phil Eng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절 후 LIRR 의 승객수는 

LIRR 이 롱아일랜드와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곧바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을 향상시키고 철도 여행이 롱아일랜드에서 이동하는 데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되도록 하는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롱아일랜드와 뉴욕시 전역에서 

이동하는 데 가장 환경친화적인 여행 수단일 뿐 아니라 가장 스트레스가 덜한 방법을 

다시 선택하시는 승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MTA 는 교통편이 승객들에게 최대한 안전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팬데믹 시작 이후 그 

해에 전례 없는 청소 및 소독 프로토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청은 강력한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고객에게 수백만 개의 마스크를 배포했습니다. MTA 는 그랜드 

센트럴(Grand Central)과 펜스테이션(Penn Station)에서 공중 예방접종 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전철 시스템에 주중 하루 평균 총 승객이 일반적으로 5 백 5 십만 명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뉴욕시 지역에 치솟으면서, 지난 4 월 

95 퍼센트가 감소하여 하루 이용자 수 3 십만 명으로 하락하였습니다. MTA 직원들은 

뉴욕시 역사의 가장 힘든 시기 동안 출근해야 하는 일선 의료진과 기타 필수 근로자들을 

위해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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