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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8월 2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박람회에박람회에박람회에박람회에 열차열차열차열차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mtrak, Syracuse에서에서에서에서 열리는열리는열리는열리는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축제에축제에축제에축제에 하루하루하루하루 5편의편의편의편의 열차열차열차열차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 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Amtrak이 Great New York State Fair로 연결하는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12일 동안 하루 5편의 열차가 

승객들을 실어나를 것입니다. 이 열차는 8월 21일 목요일에서 9월 1일 월요일까지 운행합니다. 

주지사의 요청을 받은 Amtrak와 CSX Corporation는 월요일에 이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2014년도 뉴욕주 박람회는 뉴욕이 제공하는 최고의 농산물과 오락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열차 서비스는 전국 각지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여행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열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Amtrak 및 CSX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이 열차, 차량 또는 비행기로 이 

뉴욕 박람회를 찾기를 바랍니다.” 

 

주지사는 박람회에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안을 놓고 협상하는 과정에 개입하였습니다. 한데 

이 문제는미국에서 가장 교통이 붐비는 Empire Corridor 웨스트에서 CSX 화물 운송이 증가하면서 

올해는 특히 어려웠습니다.. Amtrak 여객 열차가 CSX 트랙을 이용하기 때문에 Amtrak 열차를 위한 

추가 정차는 배차의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a. Amtrak은 여객 열차가 박람회 정차 추가로 지나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주지사가 개입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주었습니다. 

 

“Summer's Best in Show,” 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 박람회는 Horticulture 건물 입구 밖에 자리한 

Gate 11의 박람회장에 열차 정류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뉴욕주 교통부 장관 Joan McDonal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rew Cuomo 주지사는 튼튼한 운송 

시스템이 이동성과 튼튼한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Great New York State 

Fair 행 열차 서비스는 이 멋진 여름의 전통을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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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State Fair로 운행되는 열차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일일일일일일일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284번 기차 Empire Service Eastbound 오전 9시32분 

63번 기차 Maple Leaf Westbound 오후 12시50분 

64번 기차 Maple Leaf Eastbound 오후 3시15분 

281번 기차 Empire Service Westbound 오후 3시52분 

283번 기차 Empire Service Westbound 오후 6시59분 

 

8월월월월 24일일일일 일요일일요일일요일일요일, 9월월월월1일일일일 월요일에월요일에월요일에월요일에 한함한함한함한함 

 

288번 열차 Empire Service Eastbound 오후 5시44분 

 

예약하거나 정보를 얻으려면 Amtrak.com을 방문하거나 1-800 USA-RAIL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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