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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MTA eTIX에 대한 새로운 결제 선택수단 발표 

 

애플 페이와 마스터패스가 모바일 티케팅 앱에 추가되어, 쉽고, 안전하며,  

빠른 결제 방법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Metro-North Railroad 및 Long Island Rail Road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든 티켓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모바일 티케팅 앱인 MTA eTix에 

애플 페이(Apple Pay) 및 마스터패스(Masterpass) 디지털 지갑 기술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양 서비스를 

이용해서 MTA eTix를 통해 편도 1회권, 왕복권, 10회 이용권, 1주일 이용권, 시티 티켓 및 

1개월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위한 뉴욕의 교통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재단장하기 위해서 지칠줄 모르고 일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핵심 부분 중 

하나는 현대의 일상 이용객들이 요구하는 편의수단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애플 페이 

및 마스터패스와 같은 최첨단 기술의 사용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대중교통을 보다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용객들의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 초에 Cuomo 주지사는 2016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던 MTA eTix에 대해서 

양 철도의 이용객들이 여름이 끝날 때부터는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행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비스는 LIRR (Long Island Rail Road, LIRR) 

포트 워싱턴 노선과 Metro-North 허드슨 노선에 대해 6월 30일에 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7월 25일에는 Metro-North의 할렘 노선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최종적으로 8월 

22일에는 LIRR의 나머지 노선들과 Metro-North의 뉴 헤이븐 노선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MTA 회장 겸 CEO Thomas F. Prenderga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eTix에서 

애플 페이와 마스터패스 양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전한 결제 선택수단의 추가는 우리가 우리 고객들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도록 

더욱 더 일을 잘 하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으며, 향후 수 주 또는 수 개월 내에 앱을 

위한 사용자 기반을 더욱 구축할 것을 고대합니다.” 

 

애플 페이 

Metro-North 및 Long Island Rail Road에 대해서 MTA eTix 앱에 애플 페이를 추가한 것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번호, 대금청구 정보 또는 보안 코드를 입력해야 할 

필요를 제거하는 편리한 선택수단을 제공합니다. 애플 페이는 설정하기 쉬우며, 

사용자들은 신용카드와 데빗카드에 의해서 제공되는 리워드와 혜택 모두를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MTA eTix 앱에서 애플 페이를 사용하려면, 고객은 단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티켓이나 패스를 선택한 다음, “애플 페이로 결제(Pay with Apple Pay)”를 선택하고, 터치 

ID 기능을 이용해서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보안 및 프라이버시는 중요한 애플 페이 기능입니다. 고객이 애플 페이에 대해서 

신용카드나 데빗카드를 사용할 때, 실제 카드 번호는 기기와 애플사의 서버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고유의 기기 계정 번호가 할당되고, 암호화되어, 귀하의 

기기에 보안 요소(Secure Element)로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각각의 거래는 1회성의 

고유한 동적 보안 코드로 승인됩니다. 

 

애플 페이 부사장 Jennifer Bai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통근자들은 MTA eTix 

앱에서 애플 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덕분에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줄서는 것을 완전히 생략하고, 여러분의 아이폰에서 바로 열차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애플 페이는 아이폰 6 및 그 후속 기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애플 페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http://www.apple.com/apple-pay/를 방문하세요. 

 

마스터패스 

Metro-North 및 Long Island Rail Road 이용객들은 이제 iOS 또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MTA eTix 앱에 대한 결제 선택수단으로 마스터패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패스는 고객이 선택한 마스터카드 또는 그 밖의 네트워크 브랜드 카드로부터 모든 

카드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며, 신속하고 간단한 결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마스터패스는 비접촉 기술을 이용해서 온라인, 인앱 및 인스토어 등 소비자가 

쇼핑하고자 원하는 어느 곳에서든, 기기 및 채널 전반에 걸쳐 빠르고, 간단하며, 안전한 

디지털 결제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 자신이 신뢰하는 은행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마스터카드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입니다. 마스터패스는 MTA eTix로 티켓을 구매하는 

과정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쉽게 만들도록 도우며, 오늘날 이용 가능한 가장 진보된 결제 

보안 방법을 활용합니다. 

 

마스터패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masterpass.com을 방문하세요.  

 

마스터카드 북아메리카 담당 사장 Craig Vosburg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사람들의 교통수단 이용 속도를 감소시키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계의 선도적 

도시들 및 업계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패스를 MTA eTix 앱에 통합한 

조치는 우리가 뉴욕의 통근자들을 위해서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을 구축하고자 고려할 

때,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진척을 보여주는 대단한 사례입니다. 오늘날의 빠르게 진행되고, 

http://www.apple.com/apple-pay/
http://www.masterpass.com/


항상 연결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간단하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협업은 진정으로 이를 충족시켜줍니다.” 

 

MTA eTix 소개 

MTA eTix는 LIRR과 Metro-North 고객이 종이 티켓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탑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etro-North와 LIRR을 위한 열차 시간 앱과 상호 연결하여 배차 시간과 열차 

서비스 상태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앱은 계정관리 도구도 제공하여 철도 고객이 

미사용 모바일 티켓에 대한 환불, 영수증 재발급 및 비밀번호와 연결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프로필 정보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mta.info/mta-eTix에서 제공됩니다.  

 

MTA eTix 이용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iOS 기기의 경우 

 

안드로이드 기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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