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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번가 지하철 개통 후 탑승객의 급속한 증가 발표 

 

선로 탑승객은 개통 4주차에 매일 탑승객 수가 155,000명에 이르러 한 주 8,000명꼴로 

증가 

  

새 선로 개통으로 하여 아침 출근 시간에 Lexington Avenue 선로의 동북부 지하철역 

탑승객을 46% 감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번가 지하철(Second Avenue Subway)의 초반 

탑승객 수를 발표하여 새 선로가 탑승객들을 유치하고 기존에 붐비던 Lexington Avenue 

선로의 탑승객 감소에 대한 즉각적인 효과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선로가 63번가에 세 개의 새로운 정거장과 한 개의 새 입구를 설치하고 1월 1일에 

개통된 이래 매일 이용하는 탑승객 수가 매주 8,000명꼴로 증가하여 1월 27일, 

금요일에는 155,000명에 다달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번가 지하철은 벌써 동북쪽 주민들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탑승객 수의 변화는 이 지하철 확장 프로젝트가 우리의 

주민과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여전히 여러분의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초창기의 이런 탑승객수는 우리가 뉴욕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약속을 지킴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2번가 지하철 확장 공사는 뉴욕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개발하고 재건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주 전역에 걸친 전면적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종합 계획에는 

새로운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JFK 공항에 대한 개조 변형, 완전히 재설계된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 LIRR (Long Island Rail Road) 제 2차 및 제 3차 트랙 

프로젝트, 새 뉴욕 교량(New New York Bridge) 프로젝트, Jacob K. Javits Center의 주요 

확장 공사 및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있는 MT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의 

7개 교량 및 2개 터널에 대한 완전한 정비 및 업그레이드가 포함됩니다. 

  

탑승객에는 72번가, 86번가 및 96번가 및 새로 건축한 3번가와 63번가에서 타고 



내리는 고객과 63번가 정거장을 통하여 F 선로에서 Q 선로로 갈아타는 고객들을 

포함합니다. 

  

MTA는 또한 Lexington Avenue 선로 근처에 있는, 뉴욕시에서 붐비기로 악명 높은 

선로들에서 68번가, 77번가, 86번가 및 96번가 등 네 개 주요 정거장의 주간 탑승객 

수가 감소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탑승객 변화 추이에 따르면 Lexington Avenue 

선로 동북부에 있는 네 개 정거장에서 타고 내리는 고객 수는 작년 동시간에 비해 

주간에는 평균 27% 감소하였으며 오전 8시와 9시 사이 출근 시간에는 최대 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 대리 전무이사 Ronnie Haki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번가 지하철 선로의 개통은 

이례적인 이벤트였고 뉴욕 시민들은 신속하게 올라간 탑승객 수로 그것을 빨리 

받아드렸습니다. 새로운 선로에 대해 이렇게 많은 탑승객이 이용한 사실은 Lexington 

Avenue 선로의 주요 정거장에서 오전 출근 시간의 붐빔 현상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수많은 뉴욕 시민의 출근길이 여유롭고 빠르게 되었습니다.” 

  

2번가 지하철(Second Avenue Subway) 총 탑승객 수 155,500명 

메트로카드(MetroCard) 자료와 뉴욕시 교통 설문조사를 통한 1월 27일 탑승객 수(명): 

 

 72번가 51,450  

 86번가 45,800  

 96번가 30,100  

 63번가 (F 선로 왕복 선로 환승) 28,150 

  

Lexington Avenue 선로 동북부 전철역: 2016년 탑승객수 327,440명; 2017년 탑승객수 

240,270명 

매일 타고 내린 고객의 자료에 근거한 1월 넷째 주 평균 탑승객 수: 

 

 68번가: 2016년 65,890명, 2017년 44,700명  

 77번가: 2016년 74,010명, 2017년 59,560명  

 86번가 2016년 132,400명, 2017년 94,750명  

 96번가 2016년 55,140명, 2017년 41,260명 

  

지하철 운행 정보 

 

2번가 지하철의 Q 열차 서비스는 96번가에서 출발하여 86번가, 72번가, 63번가를 

지나고 계속하여 맨해튼을 지나 브루클린의 Coney Island에 이릅니다. 새 선로는 저진동 

트랙을 사용하여 운행이 부드럽고 조용하며 뉴욕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인 Lexington 



Avenue 선로의 4, 5, 6번 열차의 붐빔 현상을 줄여주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지하철역 소개 

 

한층 밝고 넓어진 새로운 2번가 지하철역은 편의를 최대화한 장애인 탑승 경로와 

공조시설, 기둥을 사용하지 않아 통풍이 잘된 높은 천장, 선명한 조명 및 뉴욕주의 역사를 

표현한 최대 규모의 공공 예술 설치물 등으로 단장하였습니다. 

 

2층 구조로 된 메자닌(mezzanine) 디자인은 승객들의 유동을 향상하고 플랫폼의 붐빔을 

감소하여 승객들의 전체적인 지하철 이용 효율을 높여줍니다. 

 

2번가 지하철의 96번가, 86번가 및 72번가 전철역과 63번가의 새로운 입구는 완전히 

새로 시공하였으며 3번가역은 기존의 F 선로 환승을 포함하여 새로운 Q 열차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역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새로운 공공예술 

 

새로 건설한 2번가 지하철은 선로의 새 역마다 유명 예술가들이 작업한 드라마틱하고 

대형 규모로 하여 뉴욕주 역사상 가장 큰 공공 예술 설치물로 단장하였습니다. 

 

2번가 지하철 예술 작품의 사진은 여기에서 제공되며, 해당 예술 작품이 포함된 

동영상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통계 숫자 

 

 인부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절반을 넘는 용적에 달하는 

583,600입방야드의 돌과 460,300입방야드의 흙을 파냈습니다.  

 사용한 콘크리트 (단위, 입방야드) 261,038  

 사용한 철근 (단위, 파운드) 4,890만  

 사용한 구조강 (단위, 파운드) 4,070만  

 새 선로에는 35개의 새 에스컬레이터와 12개의 새 엘리베이터 및 22개의 새 

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새 선로에는 200,000 제곱피트의 바닥 타일, 130,000 제곱피트의 천장타일 및 

692,000 제곱피트의 벽 타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출입문 숫자: 1,014  

 전등 숫자: 10,264  

 배수구 숫자: 712  

 배관 및 화장실 숫자: 264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esents-largest-permanent-public-art-installation-new-york-history-ahead-second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sets/72157674093685694
https://www.youtube.com/watch?v=DdimWnTlC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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