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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프란시스프란시스프란시스프란시스 교황의교황의교황의교황의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방문을방문을방문을방문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추가추가추가추가 대중교통편대중교통편대중교통편대중교통편 발표발표발표발표 

 

MTA와와와와 항만청이항만청이항만청이항만청이 교황교황교황교황 행사를행사를행사를행사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추가추가추가추가 통행자들을통행자들을통행자들을통행자들을 위해위해위해위해 준비준비준비준비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이달 하순 프란시스 교황의 뉴욕주 방문시 예상되는 

통행객 양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차와 버스를 증편할 것이리고 발표하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탄교통청과 항만청은 서비스를 늘리고 교황 행사에 때맞추어 추가 승무원도 

대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프란시스 교황을 여기 뉴욕주에 모셔 자랑스러우며, 이 때에 누구나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옵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그 때 뉴욕시에 올 계획인 사람들은 미리 계획하고 새 교통 

스케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란시스 교황은 9월 24일 목요일에 뉴욕에 도착할 것이며 9월 25일 금요일에 Madison 

Square Garden의 오후 미사를 포함하여 시 전역에서 꽉찬 행사 스케줄을 소화할 

것입니다. 교황 행사 접근은 티켓 보유자로 엄격히 제한되며, 티켓이 없는 분들은 교황이 

방문하는 장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장소 가까운 거리는 많이 봉쇄되어 교통 

혼잡과 보행자 분산이 유도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날에 맨해튼 통행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황 행사를 위해 뉴욕시 지하철, Metro-North Railroad, Long Island Rail Road 또는 

PATH 열차를 타는 고객들은  미리 왕복 MetroCard 또는 열차표를 사야하고 일부 혼잡을 

예상해야 합니다. 

 

“프란시스 교황의 뉴욕주 방문은 우리 서비스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큰 영광이며 우리는 

평일 평균 860만 고객들과 함께 그의 행사에 오는 추가 고객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MTA 청장청장청장청장 Thomas F. Prendergast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일부 스케줄과 

노선이 변경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특별한 때에 그들이 갈 필요가 있는 곳에 모두를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만청은 Cuomo 지사 및 주 기관들과 제휴하여 교황 방문을 위해 통행하는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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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기 위해 추가 교통편을 계획, 조율 및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항만청장항만청장항만청장항만청장 Pat Foye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는 주요 행사 시에 가능한 한 고객들을 위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의 교통 기관들 사이 지속적 협조의 또 하나의 예입니다.” 

 

MTA 경찰과 항만청 경찰은 모든 고객들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프란시스 

교황이 뉴욕에 있는 동안 배치를 늘릴 것입니다. 그들은 교통망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검열을 실시하고, 전문단을 배치하며, 경호대, 뉴욕 경찰 및 기타 기관들과 합동 근무할 

것입니다. 

 

통행객들은 교통 상황 변화에 대해 즉각 통보받을 수 있도록 텍스트 및 이메일 알림을 

교황 방문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MTA 알림은 www.mymtaalerts.com에서 그리고 

항만청 알림은 www.paalerts.com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Metro-North Railroad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MTA Metro-North Railroad는 Grand Central Terminal뿐만 아니라 전략적 외곽 지역에 

추가 열차 및 승무원들을 주둔시켜 필요에 따라 추가 수송력을 제공하기 위해 파견할 

것입니다. 

 

Metro-North는 9월 24일 목요일에는 정상 운행할 것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에는 

Hudson Line에서 오전 10:37에 Poughkeepsie를 출발하는 열차; Harlem Line에서 오전 

10:08에 Southeast를 출발하는 열차; New Haven Line에서 오전 11:00에 Fairfield 

Metro를 출발하는 열차 등 추가 3편의 시내행 열차를 운행할 것입니다. 그러한 열차를 

위한 승무원과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조기 열차들은 통합 및 취소될 것입니다; 

그러한 서비스 변경 내역은 www.mta.info/mnr에 제공될 것입니다.  

 

Long Island Rail Road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MTA Long Island Rail Road는 금요일에 Babylon Branch에서 오후 12:20, 12:43 및 

1:20에 Babylon을 출발하는 3편; Port Jefferson Branch에서 오후 12:19  및 1:19에 

Huntington을 출발하는 2편; Port Jefferson Branch에서 오후 1:07에 Hicksville을 

출발하는 1편; Ronkonkoma Branch에서 오후 12:40 및 1:40에 Ronkonkoma를 출발하는 

2편을 포함하여 Penn Station으로 서행하는 추가 8편의 열차를 운행할 것입니다. 

 

Penn Station은 역 바로 위에 있는 Madison Square Garden에서의 교황 미사 동안에 

열려 있을 것입니다만 일부 개별 계단들은 보안상 또는 군중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수시로 폐쇄될 수 있습니다. 교황 미사가 끝나면 사람들을 Long Island로 다시 나르기 

위해 Penn Station에 추가 동행 열차들이 대기할 것입니다.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지하철지하철지하철지하철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MTA 뉴욕시 지하철은 평일 평균 최대 600만명을 수송하는 데 교황 행사에 참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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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객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 관리자들이 그러한 행사 가까운 역들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로 열차 운행을 조정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고객들이 지하철에 

들어가고 나갈 때 돕기 위해 교황 행사 가까운 지하철 역에 고객 서비스 요원들이 추가로 

근무할 것입니다.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버스버스버스버스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MTA 뉴욕시 버스는 거리 폐쇄 및 보행자 제한을 수용하기 위해 교황 행사 장소 인근에서 

운행된는 버스 노선의 서비스를 상당히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서비스 변경은 다른 

교통 및 보안 기관들과의 협의에 근거하여 확정되는 대로 www.mta.info/nyct에 게시될 

것입니다. 고객들은 지연과 통상적 노선의 변경을 예상해야 하며 가능하면 대안으로서 

지하철 서비스 이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항만청항만청항만청항만청 버스버스버스버스 터미널터미널터미널터미널 

 

항만청은 교황 방문시 발생할 수 있는 버스 수요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NJ Transit 및 

기타 버스 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항만청 버스 터미널 또는 George 

Washington Bridge 버스 정류장에서 추가 버스 교통을 취급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버스 

이용객들은 터미널로 가고 오는 서비스의 상황에 대해 9월 25일 전에 버스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TH 레일레일레일레일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PATH는 9월 25일 금요일에 Journal Square ~ 33rd Street 노선 및 Hoboken ~ 33rd 

Street 노선에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PATH는 지역 교통 및 보안 기관들과 

협력하여 교황 행사 티켓 보유자를 초월하는 방문객 예상 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조정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센터 PATH 역 입구는 

계속 열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Vesey Street 또는 West Concourse를 통해 역에 계속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교량교량교량교량 및및및및 터널터널터널터널 

 

항만청의 Hudson River 건널목 및 MTA 교량 및 터널의 9개 뉴욕시 건널목에는 통행료 

징수원 및 건장한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교황 방문시 운전을 택하는 사람들의 안전 

통행을 확보할 것입니다. 항만청과 MTA는 통행객들이 9월 25일 맨해튼의 교통 조건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Transcom과 지역의 법집행 및 교통 기관들, 예컨대 NJ Transit, 시 

및 주 교통부, 뉴욕시 경찰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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