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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새로운 2번가 지하철 (SECOND AVENUE SUBWAY)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철 지도 시스템의 전체 지하철역 설치 발표  

 

2번가 지하철 (Second Avenue Line) 노선을 특징으로 하는 12,600개 이상의 새로운 

지하철 차량 지도 시스템 및 약 1,000개의 대형 지하철역 지도 시스템 

 

인쇄되어 배포될 예정인 100만 장의 휴대용 지도 

 

섣달 그믐 새해 전날 첫 시승 및 1월 1일 정오 상업 운행 개시 일정이 포함된 2번가 

(Second Avenue) 지하철의 정시 개통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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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을 특징으로 하는 12,600대 이상의 새로운 지하철 차량 내 노선도 시스템 및 약 

1,000개의 대형 지하철역 지도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31일 2번가 

지하철 (Second Avenue Subway)의 정시 도착을 위한 준비로, 시스템 상 차량 

6,300대의 경로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지도 시스템의 설치가 주말 동안에 

시작되었습니다. 2번가 지하철 (Second Avenue Subway)의 첫번째 시승은 12월 

31일로 예정되었으며, 1월 1일 정오에 상업 운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지하철 차량, 모든 역, 뉴욕주 전 지역에 이 

지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2번가 지하철 (Second Avenue Subway)이 마침내 이곳에 

준비되어서 정시 개통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0년 이상된 지하철 시스템의 

이 중요한 확장은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의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의 목표를 

향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새로운 노선을 특징으로 하는 이 지하철역 지도 시스템은 월요일에 납품 완료되었으며 

내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모든 역에는 상업 운행을 위한 시간표를 

보여주는 지도 시스템이 완비될 것입니다. 

 고객 정보 센터 1,496곳 

 양쪽에 선로가 있는 플랫폼 (island platforms)의 독립형 스탠드 (free-standing 

frames) 627개 

 지하철역 61곳의 상설 디스플레이 (On-the-Go screens) 2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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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시스템은 또한 메트로-북부 철도 (Metro-North Railroad) 및 롱아일랜드 철도 (Long 

Island Rail Road) 영토 전 지역의 주요 허브에 설치될 것입니다. 더불어, 100만 장의 

접이식 휴대용 지도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인쇄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또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의 웹 사이트 www.MTA.info/maps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한 언어들로도 총 15만 개의 새로운 

다국어 지도를 인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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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10 시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야간 운행은 1월 

9일 월요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2번가 지하철 (Second Avenue) 노선의 제 1단계는 최근 수십 년간 뉴욕시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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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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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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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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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