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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MTA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승객 감소 기간 중 20억 달러 규모의
자본 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화한다고 발표
MTA 버스 및 기차 '뉴욕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캠페인' 시작

오늘 뉴욕시가 재개하는 가운데, MTA는 승객과 근무자의 안전 유지를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계속 추진
주정부는 재개를 위해 MTA에 마스크 백만 장 이상, 손 세정제 25,000 갤런 및 2온스 병
500,000개를 제공
오늘 지하철을 타는 주지사의 영상은 여기와 여기,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이 코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승객 감소 기간 중 20억 달러 규모의 자본 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7월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에프 트레인 럿거스 튜브(F Train Rutgers Tube)의
재건을 당초 계획보다 4년 앞서 실시.
새로운 엘리베이터 24개의 추가를 포함해 11곳의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역사 추진 가속화.
1개월 앞선 2020년 10월에 완공될 138번가 그랜드 콘코스 역(138th Street Grand
Concourse Station) 재건.
브루클린의 2/3, 4/5 트레인의 이스턴 파크웨이 라인(Eastern Parkways Line)의
철근 수리 및 콘크리트 결함과 리크 수리를 가속화하고 야간 폐쇄 기간 동안 최대
25 퍼센트까지 작업을 증가해 프로젝트 기간 10개월 단축.

Cuomo 주지사는 또한 주 전역의 광고판 및 통합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MTA 버스,
기차 및 광고판에 '뉴욕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캠페인(It's Up to Us, New
York Campaign)을 시작하여, 뉴욕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계속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며, 가능한 최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손

세정제 사용, 데칼 지침을 포함한 승차 시의 지침 및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오늘 뉴욕시 재개에 따라 MTA가 매일 버스과 열차를 청소 및 수행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혁신적인 청소 노력을 통해 승객과 근무자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전례없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6일부터 MTA는 30,000곳을
청소 및 소독했고, 500,000량의 열차 객실을 청소 및 소독했습니다. MTA는 또한 효과가
입증된 자외선 기술을 활용하여 지하철 차량과 승무원 시설을 청소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재개를 위해 MTA에 마스크 백만 장 이상, 손 세정제 25,000 갤런 및 2온스
병 500,000개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와 MTA가 재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7번 트레인에 승차했습니다. 만약 지하철이 저에게 안전하지 않다면 누구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MTA는 경이로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평생 이용했던 어느
때보다 지하철 객실은 깨끗했고, 매일 열차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객이 감소한 이
기간 동안 MTA는 현명하게 건설을 더욱 빠르게 진행하여 승객 불편을 줄였으며 20억
달러 규모의 자본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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