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역 1: Penn Station, 모든 Brooklyn 역, Long Island City, Hunterspoint Ave, Woodside, Forest Hills, Kew Gardens)

구역 월간 주간 10회 운행 혼잡시간대 10회 운행 비혼잡시간대 편도 혼잡시간대 편도 비혼잡시간대

1 $197.00 $63.00 $90.00 $55.25 $9.00 $6.50

3 $234.00 $75.00 $107.50 $66.00 $10.75 $7.75

4 $270.00 $86.50 $125.00 $78.75 $12.50 $9.25

7 $308.00 $98.50 $140.00 $87.25 $14.00 $10.25

9 $363.00 $116.25 $167.50 $102.00 $16.75 $12.00

10 $405.00 $129.50 $197.50 $121.25 $19.75 $14.25

12 $461.00 $147.50 $235.00 $144.50 $23.50 $17.00

14 $500.00 $160.00 $305.00 $189.25 $30.50 $22.25

1별도의 표에 표시된 온보드 요금 제외.

     (구역 1: Penn Station, 모든 Brooklyn 역, Long Island City, Hunterspoint Ave, Woodside, Forest Hills, Kew Gardens)

구역 편도 노인/장애인 10회 운행 노인/장애인 편도 혼잡시간대 어린이 편도 비혼잡시간대 어린이

1 $4.50 $45.00 $4.50 $3.25

3 $5.25 $52.50 $5.25 $3.75

4 $6.25 $62.50 $6.25 $4.25

7 $7.00 $70.00 $7.00 $5.00

9 $8.25 $82.50 $8.25 $6.00

10 $9.75 $97.50 $9.75 $7.00

12 $11.75 $117.50 $11.75 $8.50

14 $15.25 $152.50 $15.25 $11.00

1별도의 표에 표시된 온보드 요금 제외.

City Zone 1 착발 요금1 



     (구역 1: Penn Station, 모든 Brooklyn 역, Long Island City, Hunterspoint Ave, Woodside, Forest Hills, Kew Gardens)

구역
온보드 온보드 온보드 온보드 편도

편도 혼잡시간대 편도 비혼잡시간대 편도 혼잡시간대 어린이 비혼잡시간대 어린이

1 $15.00 $13.00 $11.00 $9.00

3 $17.00 $14.00 $11.00 $10.00

4 $19.00 $15.00 $12.00 $10.00

7 $20.00 $16.00 $13.00 $11.00

9 $23.00 $18.00 $14.00 $12.00

10 $26.00 $20.00 $16.00 $13.00

12 $30.00 $23.00 $18.00 $15.00

14 $37.00 $28.00 $21.00 $17.00

(일부 온보드 요금은 반올림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편도 혼잡시간대 및 비혼잡시간대 노인/장애인 요금은 온보드 요금 차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City Zone 1 착발 온보드 요금



   
출발지 
구역

출발지  
역

목적지  
역

목적지  
구역 월간 주간 편도 혼잡시간대 편도 비혼잡시간대

3 Queens Village Jamaica 3 $149.00 $46.00 $5.50 $4.00

4 Mineola Jamaica 3 $201.00 $62.25 $8.25 $6.00

7 Hicksville Jamaica 3 $235.00 $72.75 $10.00 $7.25

9 Babylon Jamaica 3 $284.00 $88.00 $12.25 $9.00

10 Ronkonkoma Jamaica 3 $334.00 $103.50 $15.25 $11.00

7 Oyster Bay Mineola 4 $99.00 $30.75 $3.25 해당 없음

9 Northport Mineola 4 $166.00 $51.25 $6.00 해당 없음

10 Ronkonkoma Mineola 4 $223.00 $69.25 $7.50 해당 없음

9 Deer Park Hicksville 7 $99.00 $30.75 $3.25 해당 없음

10 Ronkonkoma Hicksville 7 $166.00 $51.25 $6.00 해당 없음

1온보드 요금 제외. 
2편도 비혼잡시간대 티켓은 4-14 구역에서 현지 운행에 대해 특별 요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샘플 제안 중간 요금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