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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번가 (SECOND AVENUE) 지하철 노선 정시 개통 발표 

 

섣달 그믐 새해 전날 첫 시승, 1월 1일 정오에 상업 운행 개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로운 2번가 (Second Avenue) 지하철 노선 정시 

개통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을 현대화하며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이 지하철 노선을 개통한다는 주지사의 

약속을 지켜서, 첫 시승은 12월 31일에 이루어지며, 상업 운행은 1월 1일 정오에 

시작되어 첫 주 나머지 기간 동안 매일 오전 6시에 운행을 시작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2번가 (Second Avenue) 지하철 

노선 운행 공약의 실현을 보기 위해 거의 1세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열심히 일한 남녀 

근로자들 수천명의 끊임없는 헌신 후에야 그 기다림은 끝이 났고 이 지하철 노선은 12월 

31일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바쁜 지하철 시스템의 승객 수용량을 

늘리면서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새롭고 필수적인 교통 동맥을 제공하는 이 

중요한 개선 프로젝트의 정시 완료는 뉴욕 주정부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번가 (Second Avenue) 지하철 노선의 제1단계는 최근 수십 년간 뉴욕시 지하철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노선은 4 단계로 건설될 것입니다. 

제1단계에서는 96번가 (96th Street)에서 63번가 (63rd Street)까지의 운행이 제공되며, 

렉싱턴 애비뉴 노선 (Lexington Avenue Line)의 과밀 승차를 줄이고 1940년에 사라진 

2번가고가도로 (Second Avenue Elevated)를 인근 지역의 대중 교통에 연결시켜 

복원하면서 하루 20만 명 이상의 승객들을 모시게 됩니다. 

 

시 외곽으로 가는 첫번째 Q 열차(Q train)가 57번가 (57th) - 7번가 (7th Avenue) 역에서 

출발하여 2번가 (Second Avenue)로 운행되는 1월 1일 정오에 상업 운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는 6분마다 열차가 운행될 예정이며, 첫주의 

나머지 기간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10 시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야간 운행은 1월 9일 

월요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Thomas F. Prendergast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 청장 겸 최고경영자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번가 (Second Avenue) 지하철 노선은 50년 동안 발생한 일 중 우리 

교통 시스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추가 요소입니다. 시카고, 워싱턴, D.C. 보스턴 교통 



시스템을 결합한 것 보다 개통일에 더 많은 승객들을 모시게 될 것이며 렉싱턴 애비뉴 

노선 (Lexington Avenue line)의 과밀 승차를 크게 감소시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원 및 이 개통을 실현시킨 프로젝트에 임한 수천명의 남녀 근로자들의 

24시간 계속된 노고와 헌신 없이 이 노선은 개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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