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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MTA가가가가 실시간실시간실시간실시간 운행운행운행운행 정보가정보가정보가정보가 있는있는있는있는 태양력태양력태양력태양력 키오스크를키오스크를키오스크를키오스크를 시험함을시험함을시험함을시험함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지지지지구친화적구친화적구친화적구친화적 키오스크가키오스크가키오스크가키오스크가 열차열차열차열차, 지하철지하철지하철지하철 및및및및 버스의버스의버스의버스의 실시간실시간실시간실시간 도착도착도착도착 추정을추정을추정을추정을 제공제공제공제공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고객이 전기 그리드에 접속하지 않고도 실시간 열차, 지하철 및 

버스 도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태양력 기술을 MTA가 시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MTA, Metro-North Railroad 및 New York City Transit은 MTA Subway Time™과 MTA Bus Time™을 

사용하여 Metro-North 고객에게 Metro-North의 Woodlawn 역에서 연결 지하철 및 버스의 실시간 

도착 추정을 제공하는 두 태양력 키오스크의 성능과 신뢰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는 Metro-North의 예정된 열차 도착을 표시하고 금년 봄 하반기에 Metro-North 도착의 

실시간 추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금년 지구 주간에 MTA는 도착 및 출발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태양력 

키오스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새 키오스크는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통근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뉴요커들을 위해 

우리의 교통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주정부가 취하고 있는 또 하나의 조치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MTA의 일 800만 탑승객들을 능력있게 하는 기술에 대한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투자를 지속할 것입니다.”  

Metro-North 사장 Joseph Giuliett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의 영하 온도와 

적어도 6번의 심한 얼음 눈 폭풍을 기록한 가장 가혹한 겨울들 중 하나에도 불구하고 키오스크들이 

의도된 대로 계속 작동하여 기쁩니다. 이러한 키오스크는 전기 및 데이터 연결성을 위해 달리는 

도관들이 난제를 제기하는 지상 역에도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 일광에 의해 작동하는 이 키오스크들은 전기 그리드로부터는 전력을 받지 않으며 태양에 

의한 재충전의 필요성 없이 10일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태양력으로 구동되고 실시간 

정보를 무선으로 받기 때문에 키오스크들은 설치와 작동을 위해 외부 배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키오스크들은 완전 자급식이고 거리 봉쇄, 전기 연결 또는 케이블 설치의 필요성 없이 쉽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태양력 키오스크가 유럽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이 시범은 미국에서는 

실시간 정보를 표시하는 최초의 완전 태양력 애플리케이션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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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는 키오스크 성능을 평가하여 태양력 패널, 배터리 및 스크린이 뉴욕의 연중 날씨를 견딜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위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이 있으며 하루 70 와트시를 

소비하고 스크린은 15초마다 리프레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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