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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L 라인 이스트 리버 터널이 뉴욕 최초로 완전한 셀룰러 연결에 

성공했다고 발표  

  

L 라인은 뉴욕시의 수중 지하철 터널 최초로 완벽한 셀룰러 연결에 성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스트 리버(East River) 수중의 L 라인 터널에서 

셀룰러 음성 및 데이터 연결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뉴욕 기반 회사인 트랜짓 와이어리스(Transit Wireless)과 

함꼐 완벽한 셀룰러 연결을 제공하며, 따라서 AT&T 고객은 L 라인의 퍼스트 애비뉴 및 

베드포드 애비뉴 구간에서 휴대폰과 기타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뉴욕시 

지하철(New York City Subway) 최초로 수중 터널에서 셀룰러 연결이 가능해진 

사례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 라인(L Line) 프로젝트는 우리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욱 나은 방식으로,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L 트레인(L 

Train)에는 현재 셀룰러 서비스가 설치되어 뉴욕 주민들은 지하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도전했고 그 

결과 MTA는 터21세기 기술을 활용하여 터널을 더욱 개선했습니다."  

  

MTA 건설개발공사(MTA Construction & Development) Janno Lieber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이 지장 없이 셀룰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L 

프로젝트(L Project)의 터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작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다른 터널 횡단시설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Sarah Feinberg 뉴욕시 교통(NYC Transit) 사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MTA가 수많은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고객 및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철 시스템 개선 및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구간에서 우리 승객들에게 21세기형 연결성을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큰 부분입니다."  

  

트랜짓 와이어리스의 Melinda White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랜짓 

와이어리스는 MTA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카나시 



 

 

터널(Canarsie Tunnel)의 무선 연결은 승객 경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향후 5G 서비스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MTA의 노력을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입니다."  

  

새롭게 가능해진 인터넷 연결은 MTA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이 부분은 

프로젝트 수익입니다. 이번 공사는 슈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이후 복원 공사 및 

기타 L 프로젝트의 일환인 업그레이드 공사와 함께 진행하여 기존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카나시 터널에서 무선 브로드밴드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 MTA 무선 연결 이니셔티브가 

개선되었습니다.  

  

• 트랜짓 와이어리스와 함께 협력하여, MTA는 모든 지하철 역에 광대역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 AT&T, 스프린트(Sprint), 티모바일(T-Mobile), 버라이즌(Verizon) 등과 

협력하여 MTA는 그랜드 센트럴(Grand Central), 그랜드 센트럴 차고를 

비롯해 그랜드 센트럴에서 E 97 스트리트로 연결되는 파크 애비뉴 

터널(Park Avenue Tunnel)을 이용하는 메트로 노스(Metro-North) 

고객들에게 브로드밴드 연결을 제공합니다.  

• 보잉고(Boingo)와 협력하여, MTA는 브루클린 애틀랜틱 애비뉴의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터널에 브로드밴드 연결을 

제공하며, LIRR 터널은 2022년 이스트 사이드 액세스(East Side Access)가 

개통되면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연결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MTA는 휴대전화 사업자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퀸즈 미드타운 터널(Queens-Midtown 

Tunnel) 및 휴 L. 캐리 터널(Hugh L. Carey Tunnel)에서 브로드밴드 셀룰러 연결을 계속 

제공합니다.  

  

L 프로젝트의 터널 공사 단계는 일정에 앞서 완공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81401038-ddc1225b-8142e90d-000babd9069e-5373230d2c85eea7&q=1&e=0b43c18a-282b-430e-a5a9-e716346a59dd&u=https%3A%2F%2F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new.mta.info%252Fl-project%26data%3D02%257C01%257Cacollins%2540mtahq.org%257C967643b5f0dc4980dc2c08d84df268af%257C79c07380cc9841bd806b0ae925588f66%257C0%257C0%257C637345050821488620%26sdata%3DvTmY4%252Fode1NMpJo0f1uhZ3gtbHljGTh%252F7hDbGnqTOAQ%253D%26reserved%3D0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e4f4c78-b2ce7e1b-ee4db54d-000babd9069e-ab0b9ebbfeecd75b&q=1&e=0b43c18a-282b-430e-a5a9-e716346a59dd&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E4B7035C4B099E08852585D7007277D8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