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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MTA eTix 모바일 티켓팅 앱의 신속 출시 발표

무료 앱은 Metro-North 및 LIRR 고객들이 언제든지 모바일 기기로 열차 티켓을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시 스케줄 단축으로 MTA eTix는 2016년 여름말까지 모든 Metro-North 및 LIRR
고객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Long Island Rail Road 및 Metro-North 고객들이 모바일
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열차표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무료 MTA 앱인 MTA eTix의 출시
가속화를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2016년말 완성으로 예정되었던 이 앱은 이제 이번
여름말까지 두 철도의 모든 승객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는 대중 교통에 의존하는 승객들의 니즈에 대응하는 교통망 구축에
전념하는 데, MTA eTix 앱의 출범은 우리 노력에서 큰 전진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새 앱은 티켓 줄을 없애고 뉴욕주민과 방문객들이 가야할 곳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객 제일주의를 구현합니다.
우리는 더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뉴욕주를 건설하기 위해 혁신을 포용하는 21세기 교통
시스템을 계속 창조할 것입니다.”
“Cuomo 지사는 이 앱을 가능한 한 속히 널리 제공하도록 우리에게 주문하였으며, 우리는
8월말 이전에 모든 LIRR 및 Metro-North 승객들에게 MTA eTix를 제공할 공격적 출시
스케줄로 대응하였습니다”라고 MTA 회장 겸 CEO인
인 Thomas Prendergast가
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새 앱의 출범으로 승객들은 원하는 언제 어디서든 티켓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그것은 더 많은 선택지와 더 큰 편리성을 의미합니다.”
LIRR 및 Metro-North 고객들은 줄에서 기다리지 않고 스케줄을 체크하고, 운행 상태를
확인하며,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또한 열차 승객이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티켓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중복 영수증을 요청하고, 암호 및 연결된 신용카드
번호 등의 프로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계정 관리 도구를 제공합니다.
MTA eTix는 오늘 LIRR의 Port Washington Branch 및 Metro-North의 Hudson Line에서
먼저 데뷰할 것입니다. 이 두 철도 라인에 앱을 도입한 후에 MTA는 2016년 말까지 모든
LIRR 및 Metro North 고객이 전자 티켓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MTA eTix는
독립 실행형 앱으로서 또는 인기 TrainTime 앱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으며 iPhone 및
Android 사용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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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종이 티켓을 선호하는 고객들은
이 새 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MTA eTix 접속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iOS 기기의 경우
Android 기기의 경우
eTix 앱은 다음 주들에 Long Island Rail Road 및 Metro-North Railroad의 모든 라인을
위해 제공될 것입니다:
6월
월 30일
일: LIRR Port Washington Branch 및 Metro-North Hudson Line에서 MTA eTix
사용 가능
7월
월25일
일 주: Metro-North Harlem Line에서 MTA eTix 사용 가능
8월
월 22일
일 주: LIRR의 나머지 및 Metro-North의 New Haven Line에서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MTA eTix의 전시스템적 완전 구현
이 앱을 다운로드힌 고객은 MTA eTix로 계정을 신청하고, 구입하기 원하는 티켓을
선택하여, 신용 또는 직불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간단한 3단계로
열차에 탈 수 있습니다:
1. 출발지 및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티켓 타입(편도, 10회, 주간 또는
월간)을 선택하여 티켓을 구입. 그러면 티켓이 앱의 전자 “티켓 지갑” 기능에
저장됩니다.
2. 열차에 탑승하기 전에 티켓 지갑에서 티켓을 꺼내어 “티켓 활성화” 버튼을
탭하여 티켓을 활성화합니다.
3. 승무원이 열차를 다니면서 티켓을 요구할 때 활성화된 티켓을 표시하여
스마트폰 화면을 승무원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승무원은 화면을 봄으로써 모바일
티켓을 육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출시가 진행됨에 따라 승무원들은 휴대 기기를
사용하여 모바일 티켓을 스캔할 것입니다.
MTA eTix 출범은 Long Island Rail Road Port Washington Branch 또는 Metro-North
Hudson Line을 이용하는 150명의 승객들이 앱을 테스트한 성공적 필드 테스트에 따른
것입니다. 승무원과 참여 승객 모두 앱의 성능을 모니터링했고 봉착한 문제를 앱 개발
팀에 신고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92%의 시범 참여자들이 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하였고 94%가 앱이 출시되면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는 다소 높음으로
표시하여 앱 만족도가 확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MTA eTix 앱을 개발하고 구현한 곳은 Masabi, Ltd.로, Boston의 MBTA Commuter Rail,
Long Island의 NICE Bus, 그리고 Los Angeles의 Metrolink 전자 모바일 발권 프로그램도
만든 업체입니다. Masabi는 2013년 3월 제기된 제안에 대한 경쟁 요청 이후 2014년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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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MTA는 뉴욕시 지하철 또는 뉴욕시 버스와 환승하는 LIRR 및 Metro-North
고객들이 단일 앱 및 단일 교통 계정을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MTA
eTix 앱을 더욱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 발표는 MTA New York City
Transit 지하철 및 버스, MTA Bus 및 Staten Island Railway에 대한 새로운 요금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는 MTA의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MTA eTix 앱과 완전히
상호작동하며, 스마트폰, 비접촉식 은행 카드, 선불카드 등 교통비를 결제하는 각종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