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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일정보다 일년 앞선 지하철 지하역의 무선전화 개통 발표 

 

또한 일정보다 2년 앞서 지하철 지하역에 설치된 와이파이 (Wi-Fi)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하철 지하역들 전체에서 4개 통신사업자인 AT&T, 

Sprint, T-Mobile, Verizon Wireless의 휴대 전화 서비스를 일정보다 일년 앞선 1월 9일 

월요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와이파이 (Wi-Fi)는 일정보다 2년 

앞서 지하철 지하역에 설치되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의 조기 납품은 이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해 2016 년 

초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을 현대화하려는 주지사의 지속적인 캠페인이 

또 다른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기존의 렉싱턴 (Lexington)과 63번 

스트리트 역 (63rd Street Station)의 새로운 입구일 뿐만 아니라 3 곳의 새로운 최첨단 

지하철 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2번 애비뉴 지하철 (Second Avenue Subway)의 정시 

개통을 주도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에서 와이파이 (Wi-Fi)와 무선 전화 서비스를 

일정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지하철 역들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이 서비스로 이동 중에 

있는 뉴욕 주민들이 보다 잘 연결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미래를 위해 미국에서 가장 

바쁜 교통망을 재구성하려는 우리의 비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Thomas F. Prendergast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번 애비뉴 지하철 (Second Avenue Subway)의 정시 개통으로, 우리는 

이미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4 개 주요 통신사업자와 주지사 사무실 및 우리 

제휴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한 후, 이제 우리는 마감 일정을 2년 앞당겨서 와이파이 (Wi-

Fi) 서비스를 우리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일정보다 일년 앞서 주요 통신사업자의 

무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하철 지하역에서의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라는 주지사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선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은 

저희 승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중요한 서비스를 일정보다 훨씬 앞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저희는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Transit Wireless는 지하철 지하역에서 무선 전화 및 와이파이 (Wi-Fi) 서비스를 설계, 

구축, 운영, 유지 관리하기 위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과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3억 달러를 훨씬 넘게 투자했으며,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과는 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납세자 또는 지하철 승객의 비용 부담없이 구축되었습니다. 

 

Transit Wireless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간의 제휴 관계 

Transit Wireless는 MTA와 지하의 지하철 역들에 대한 무선 전화와 와이파이 (Wi-Fi) 

연결에 대한 설계, 구축, 운영, 유지보수를 통괄하는 27년간의 제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3억 달러를 훨씬 넘게 투자했으며,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과는 이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납세자 또는 지하철 고객의 부담없이 무료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내에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과 Transit Wireless는 4.9 기가 헤르츠 

(4.9 GHz) 전용 공공 안전 광대역 네트워크와 눈에 잘 보이는 도움 장소 (Help Point) 역내 

전화를 포함하여 공공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정한 통신 기술의 배포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즉시 통신 키오스크에서 버튼을 한번 누르면 E911 구조 지원에 

바로 연결되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Transit Wireless는 175 곳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 지하철 지하역에 3천개 이상의 도움 장소 (Help Point) 역내 

전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이제 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연결 능력을 수천명의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 직원, 계약자, 긴급 구조 

기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 무선 연결망 

거의 모든 지하철 지하역이 이미 완공되었으며 브루클린 2, 3 호선의 최종역인 클락 

스트리트 (Clark Street) 역이 1월 9일 월요일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개보수 (사우스 페리 

(South Ferry) 역) 중이거나 개보수 공사를 시작하는 (프로스펙트 애비뉴 (Prospect Ave.) 

역, 53번 스트리트 (53rd Street) 역, 베이 리지 (Bay Ridge) 역) 등 4 곳의 역은 개보수 

공사가 끝나면 즉시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선전화, 와이파이 

(Wi-Fi), 공공 안전망 공사는 맨해튼의 첼시 인근 지역 6 곳의 지하철 지하역의 연결을 

시작으로 2011 년 착공되었으며, 2018 년에 완공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uomo 주지사의 지시로 지하철 지하역의 와이파이 (Wi-Fi) 연결이 원래 일정보다 거의 

2년을 앞당긴 2016년 말에 완료될 만큼 공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Veronique Hakim 뉴욕시 교통부 (New York City Transit, NYCT)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승객들은 지하철 지하역에서 가족과 연락을 취하거나 

업무를 보는 등 연결을 유지하면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과 우리 승객을 위한 중요한 진일보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 주신 주지사님과 주요 통신사업자에 감사드립니다.” 

 

William A. Bayne, Jr., Transit Wireless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 공기업, 민간 기업간에 거의 전례가 없는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 / 뉴욕시 교통부 (NYCT), 주지사 

사무실, AT&T, Sprint, T-Mobile, Verizon Wireless, 여러 뉴욕시 기관들 출신 직원 팀들이 



2 년 가까이 이러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쳤습니다. Transit Wireless 조직을 대신하여 100 년이 넘은 지하철 시스템에서 현대 

기술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흥미진진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독특한 

업적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Marissa Shorenstein, AT&T 뉴욕주 (New York State) 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1 년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과 Cuomo 주지사님이 지하철 승객들에게 연중 

무휴 7 일 24 시간 무료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T&T에 오셨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게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는 두 곳의 무선 통신사업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시의 모든 지하철 지하역에서 이 

서비스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AT&T는 뉴욕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신 기술 도구를 사용하여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Mark Walker, Sprint 네트워크 (Network) 지역 담당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의 지하철 지하역을 매일 이동하는 동안 무선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완벽한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Sprint의 뉴욕 고객에 대한 약속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중단없는 무선 서비스를 281 곳의 지하철 지하역에 대단히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은 커다란 성취이자 대중에게 중요한 혜택으로 돌아가는 투자 양쪽 모두에 

해당합니다.” 

 

Tom Ellefson, T-Mobile 엔지니어링 (Engineering at T-Mobile) 담당 수석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지하철에서 대단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T-

Mobile 고객들이 지하철 지하역에서 미국에서 가장 빠른 LTE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저희는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는 저희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일정보다 앞당겨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료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Leecia Eve, Verizon Wireless, 주정부 담당 (State Government Affairs)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고객들에게 뉴욕시와 

트라이 스테이트 지역 #1 네트워크 (Tri-State Area’s #1 Network)를 제공하려는 저희의 

지속적인 노력의 한 사례일 뿐입니다. 저희는 뉴욕과 미국 인구의 90 퍼센트를 커버하는 

미국의 460 곳 이상의 시장에서 저희 고객들에게 50 퍼센트 더 빠른 최고 속도를 

제공하는 초고속 LTE (LTE Advanced)와 같은 향상된 네트워크로 업계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실제 정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Transit Wireless와 그 파트너들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120 마일에 해당하는 광섬유 케이블 (지하철 역들과 기지국 호텔 데이터 센터 

간의 신호 전송)  



 5 개의 대형 기지국 호텔 (모든 통신 신호를 모아 무선 통신사업자 및 뉴욕시 

교통부 (NYCT) 네트워크에 연결)  

 4천 개의 안테나 연결 지점 설치  

 5천 개의 와이파이 (Wi-Fi) 접속 지점 탑재  

 3천 개 이상의 도움 장소 (Help Point) 단말기  

 납세자에게 아무런 위험이 없이 투자된 3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금  

 계획된 일정보다 약 2 년 공기 단축 

  
 

Transit Wireless 및 Transit Wireless WiFi™ 소개 

 

Transit Wireless는 AT&T, Sprint, T-Mobile, Verizon Wireless 고객들을 위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시 지하철의 279 곳의 지하철 지하 역 구내에 공유 무선 

인프라를 개발하려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모든 기본 허가 무선 대역, 공공 무허가 대역, 4.9 기가 헤르츠 

(4.9GHz) 공공 안전 대역에서 작동함으로써, 소비자 연결성, 사업 연결성, 교통 및 공공 

안전 통신 요구를 지원하는, 대단히 복원력이 뛰어난 무선 네트워크를 설계, 구축했으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고, 앞으로 이 무선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유지 보수할 

것입니다. Transit Wireless는 “도시 환경 속에서 무선이 연결되지 않은 곳을 연결하는 

최고의 와이파이 (Wi-Fi)제공” 업체로서 무선 광대역 연합 (Wireless Broadband 

Alliance)에 의해 인정받은 사업인, 지하철 지하 역내의 네트워크 사업으로 Transit 

Wireless WiFi™ 네트워크를 지하철 지하역에서 개시했습니다. Transit Wireless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미국 세계 표준 기구 (American Global Standards, LLC)에서 ISO 

9001:2008 인증을 받았습니다. Transit Wireless는 호주, 아시아, 북미의 고객들을 

위하여 접속가능성이 높은 통신망을 설계, 구축,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BAI 

Communications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Transit Wireless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transitwirel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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