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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75개 이상 지하철역의 와이파이 송출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 “SUBWAY READS” 

(지하철 책읽기) 홍보활동 발표 

 
협력관계의 MTA, Transit Wireless, Penguin Random House 출판사는 지하철 탑승객들이 Penguin 

Random House의 175개 전자책 중에서 5권의 무료 단편 소설과 폭넓은 주제의 발췌본을 골라서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홍보활동은 175개의 지하철 역이 연결된 것을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고 축하합니다. 

 
278개의 모든 지하철역은 12월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이 Transit 

Wireless 및 Penguin Random House 출판사와 함께 175개 이상의 지하철역들간 무선 연결 설치를 

축하하는 8주간의 긴 공동 홍보활동인 “Subway Reads”를 시작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홍보활동은 

지하철 탑승 시간 동안 전체 책 내용에서 발췌한 폭넓은 주제의 발췌본 뿐만 아니라 5권의 무료 단편 

전자책을 탑승객이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의 교통 네트워크는 승객의 변화하는 요구사항과 일상생활의 필수요소인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반드시 계속 적응해가야 합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와이파이가 

지하철역에서 가능해질 경우, 출퇴근 시 승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지원해서, 친구나 가족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뉴스나 오락거리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현대화시키는데 엄청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Subway Reads는 승객들이 새로운 와이파이를 경험하도록 소개해주는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Subway Reads는 2016년말까지 278곳의 모든 지하철 역에 와이파이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MTA 시행령을 기반으로 실행됩니다. Brooklyn과 Manhattan 다운타운 지역에 처음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한 6개 역을 포함해서 최근에 추가된 역들에서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와이파이가 설치된 

역들을 새롭게 디자인 한 Transit Wireless WiFi™ 찾기 지도를 이용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5 곳 이상의 지하철 역 중 한 곳을 방문하는 승객들은 무료 Transit Wireless Wi-Fi에 로그인해서 2가지 

종류의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무료 단편 전자책 
“Subway Reads”의 일환으로 Penguin Random House 출판사가 만든 특별한 플랫폼에서는 다음의 무료 

단편 전자책 5권을 지하철 탑승객들에게 제공합니다. High Heat - Jack Reacher 중편소설 - Lee Child 저; 

F. Scott Fitzgerald의 고전 단편 소설인 The Diamond As Big As The Ritz; 3 Truths and A Lie - Lisa 

Gardner의 단편소설; The Murders in the Rue Morgue - Edgar Allan Poe 저; At the Reunion Buffet - 

Alexander McCall Smith 저. 

 
책 전체 내용의 발췌본과 “Read Time” (독서 시간)  
지하철 고객은 또한 175권의 Penguin Random House 출판사 출판물의 광범위한 발췌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작가를 망라한 폭넓은 작가군에서 선택하긴 하지만, Penguin Random House 

http://transitwirelesswifi.com/active-stations/


출판사는 가능하면 뉴욕 주민 또는 뉴욕에 관한 제목을 많이 포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꼭 선택해야 할 

뉴욕 시인 Walt Whitman의 시와 미국의 전 시인 수상자 Billy Collins의 시 그리고 다음 작가들의 명망있는 

픽션과 논픽션 작품들을 선택하였습니다. Beloved - Toni Morrison 저, Alexander Hamilton - Ron Chernow 

저, Let The Great World Spin - Colum McCann 저,Motherless Brooklyn - Jonathan Lethem 저, Brown Girl 

Dreaming - Jacqueline Woodson 저, Fool Me Once - Harlan Coben 저, Open City - Teju Cole저, 그리고 

다음의 스페인어 책들도 함께 선택되었습니다. Manuscrito Encontrado en Accra - Paulo Coelho 저, Así es 

Como la Pierdes - Junot Díaz 저, El cuaderno de Maya- Isabel Allende 저. 

 
통근자가 최적화된 경험으로 독서할 수 있도록, Penguin Random House 출판사는 또한 평균적인 독자가 

독서를 마칠 수 있는 시간 양에 따라 고객들이 단편과 발췌본을 정렬할 수 있도록 ‘read time’이라고 불리는 

발췌본을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30분정도 지하철을 타고 갈 예정인 통근자의 경우, 예를 들면, Penguin 

Random House 출판사 페이지에서 “30 분”을 선택하면, 그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이나 발췌본의 

목록을 제공받게 됩니다. 

 
MTA 고객들은 또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소매업체에서 직접 전자책을 구입할 

수 있고, MTA는 실제로 판매된 책 수익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Thomas F. Prendergast, MTA 회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175개의 지하철 

역을 연결하게 된 획기적인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Transit Wireless 및 Penguin Random House 출판사와 

힘을 합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말까지 278곳의 모든 지하철역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라는 Cuomo 주지사님의 시행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에 더욱 흥분하고 있습니다. 

Subway Reads 홍보활동은 우리의 발전을 확인하고, Transit Wireless와의 사업 협력에 대한 무선 

트래픽을 구축하며, 우리 고객들이 지하철에 탑승할 동안 즐길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Veronique Hakim 뉴욕시 교통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와이파이 설치를, 고객의 경험을 

증진시키고, 이전보다 더 많은 옵션을 우리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홍보활동은 특히 뉴욕으로 통근하는 동안 독서가 뉴욕 통근길의 중요한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발전에 대해서 즐거움을 주면서 강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최고의 통근 시집인 - 

Walt Whitman의 “Crossing on the Brooklyn Ferry”에서 부터 - Lee Child, Toni Morrison, Patti Smith, 

Jonathan Lethem과 같은 위대한 작가들의 단편 소설과 발췌본에 이르기까지, ‘Subway Reads’는 진실로 

뉴욕의 창의성에 뉴욕의 여행자들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William A. Bayne, Transit Wireless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TA와 뉴욕시 교통국과 맺은 우리의 

협력은 지하철 시스템의 지하철 역들에서 더 많은 승객들에게 와이파이와 공공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광범위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고객의 증가로, 이동 

중인 뉴욕 주민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광고 방법을 찾고 있는 Penguin Random House 

출판사와 같은 국가적인 브랜드의 기업과 광고주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승객들의 피드백에 의하면, 승객들 또한 와이파이 연결을 가속화하는 것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보다 거의 2년을 앞당겨서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Markus Dohle, Penguin Random House 출판사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만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훌륭한 책 속에서 몇분을 보내는 것은 지하철을 타는 진정한 즐거움 중의 하나입니다. 이 

즐거운 홍보활동은 통근자들에게 - 고전적으로 뉴욕을 묘사한 - 훌륭한 단편 소설들을 읽는 취미와 가장 

최고의 작품들의 광법위한 발췌본을 읽을 수 있는 기회와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들을 통해서 고전 

문학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제공합니다.” 

 
지하의 와이파이 연결 
와이파이 설치와 공공 안전 네트워크의 건설은, Manhattan의 Chelsea 지역 6개 지하철 역의 연결을 

시작으로 2011년 착공해서 2018년에 완공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Cuomo 주지사의 지시로, 

건설 속도가 빨라져서, 원래 일정보다 거의 2년을 앞당긴 2016년 말에 모든 지하철 역의 와이파이 연결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Manhattan과 Brooklyn의 나머지 지하철 역들이 올해 말에 완료될 예정인데 

반하여, Queens와 the Bronx의 구 안에 있는 모든 역들은 완료되었습니다. 

 
Transit Wireless과의 MTA 협력 관계 
Transit Wireless는 MTA와 지하의 지하철 역들에 대한 휴대 전화와 와이파이 연결에 대한 설계, 구축, 

운영, 유지보수를 통괄하는 27년간의 제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2억 5천만달러를 훨씬 넘게 투자하고 있고, MTA와는 서비스를 통하여 파생되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납세자 또는 지하철 고객의 부담없이 무료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내에서, MTA와 Transit Wireless는 4.9 GHz 전용 공공 안전 광대역 네트워크와 눈에 잘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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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곳의 MTA 지하철 지하역에 1천 2백개 

이상의 Help Point 역내 전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이제 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연결 능력을 수천명의 MTA 직원, 계약자, 긴급 구조 기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Transit Wireless 및 Transit Wireless WiFi™ 소개 
Transit Wireless는 AT&T, Sprint, T-Mobile, Verizon Wireless 고객들을 위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뉴욕시 지하철의 278곳 지하철 지하 역 구내에 무선 인프라를 개발하려는 MTA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모든 기본 허가 휴대 대역, 공공 무허가 대역, 4.9GHz 공공 

안전 대역에서 작동함으로써, 소비자 연결성, 사업 연결성, 교통 및 공공 안전 통신 요구를 지원하는, 

대단히 복원력이 뛰어난 무선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구축하며, 운영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Transit Wireless는 “도시 환경 속에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은 곳을 연결하는 최고의 

와이파이를 제공”한다고 Wireless Broadband Alliance (무선 광대역 연합)에 의해 인식된 사업인, 지하철 

지하 역내의 네트워크 사업으로 Transit Wireless WiFi™를 개시하였습니다. Transit Wireless는 호주, 

아시아, 북미의 고객들을 위하여 접속가능성이 높은 통신망을 설계, 구축,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BAI 

Communications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Transit Wireless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transitwireless.com. 

 
Penguin Random House 출판사 소개 
세계 최초의 글로벌 출판사로서 Penguin Random House 출판사는 독서를 위한 자양분이 되는 보편적인 

열정으로 임무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만명 이상의 직원들 둔 이 회사는 2013년 7월 1일 각각 

53퍼센트와 47퍼센트의 주식을 소유한 Bertelsmann과 Pearson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U.S., U.K.,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India의 Penguin and Random House, Penguin의 Asia와 South 

Africa에서의 출판 활동; DK Worldwide; Spain, Mexico, Argentina, Colombia, Chile, Peru, Portugal, 

Uruguay, U.S의 Penguin Random House Grupo Editorial 사무실 등 5개 대륙에서 거의 250개의 독립 

출판사와 브랜드를 가지고, Penguin Random House 출판사는 성인 및 어린이 문학과 논픽션 출판 및 

전자책 출판 사업을 합니다. 

1만 5천개 이상의 새로운 책 제목을 가지고, 일년에 8억권 가깝게 종이 책, 오디오 책, 전자책으로 팔리는 

Penguin Random House 출판사의 출판 목록에는 60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와 수백명의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작가들이 있습니다. Penguin Random House 출판사의 챔피언들인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진 발행인들은 그들이 담당한 작가를 위해서 독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작가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쉴틈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www.penguinrandomhouse.com.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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