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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MTA ETIX 4,700만 달러 매표액 돌파의 대기록 발표 

 

8월 출시 이래, 280,000개의 MTA eTix 앱 계정 신설 

 

8월 출시 이래, MTA eTix 월간 패스 구매율 3배, MTA eTix 주간 패스 구매율 4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MT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eTix 

모바일 티켓팅 앱에 대한 폭발적인 다운로드, 판매 및 데이터 사용량으로 강력한 조기 

성장세를 보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8월부터 시스템 전체에 앱을 적용한 이래 

280,000개 이상의 MTA eTix 계정이 Metro-North와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고객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앱을 통한 누적 매표액이 4,7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의 공공 교통 시스템을 재단장 및 재건설하여 뉴욕 전역 탑승객들의 전체적인 편의를 

향상하고 있습니다. MTA eTix 무료 앱을 출시함으로써 우리는 매표기를 사용자가 쓰기 

편한 모바일 앱으로 전환하여 LIRR와 Metro-North의 탑승객들에게 티켓 구매와 지역 

여행에 전례 없는 편의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런 초반 기세는 MTA 탑승객들이 기꺼이 

신기술을 이용하여 통근 효율을 향상하려고 함이 분명하며 앞으로도 계속 eTix 앱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MTA 회장 겸 CEO Thomas F. Prenderga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TA eTix 월간 및 

주간 티켓 구매자의 급속한 성장은 우리의 주요 탑승객들이 새로운 앱을 강력하게 

지지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고객에게 사용이 편하고 쉬운 이 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용자 수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월간 매표량 

 

Metro-North와 LIRR 탑승자가 구매한 11월의 MTA eTix 월간 패스 구매율은 처음 

개통한 8월의 3배입니다. eTix의 월간 패스 월 매출 증가량은 첫 달의 2.9%에서 

11월에는 9.6%로 향상하였습니다. 11월에 구매한 205,159장의 MTA 월간 패스 중 

19,678장은 eTix 앱을 이용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8월에는 186,972장 중에 

5,401장이 eTix로 구매하였습니다. 

 



주간 매표량 

 

Metro-North와 LIRR 탑승자가 구매한 11월의 MTA eTix 주간 패스 구매율은 처음 

개통한 달의 4배입니다. eTix의 주간 패스 주 중 매출 증가량은 첫 달의 4.1%에서 

11월에는 17%로 향상하였습니다. 11월에 구매한 21,842장의 MTA 월간 패스 중 

3,722장은 eTix 앱을 이용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8월에는 51,142장 중에 

2,075장이 eTix로 구매하였습니다. 

 

애플페이와 마스터페이 

 

MTA eTix 무료 앱은 고객이 아무 시간에나 표를 구매할 수 있게 하여 MTA 탑승객들의 

편의를 향상하고 전례없이 편리한 결제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10월 초에 Cuomo 

주지사는 MTA eTix에 애플페이(Apple Pay)와 마스테페이(Masterpass) 디지털 지갑 

기술 도입을 발표하여 수많은 eTix 고객들에게 더 많은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LIRR의 주간 평균 탑승자 수 151,632명에 Metro-North의 주간 평균 탑승자 수 

137,755명이 더해져서 MTA의 주간 평균 탑승자 수가 약 289,387명을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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