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8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 주차 셔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버스 운행 증설 

발표  

  

RTS, NFTA, CDTA 등 지역 교통 당국에서 박람회 주차장 운행 버스편 16대 추가 제공 

예정  

  

주지사, 올해 박람회 방문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당부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 개장일 방문객 68,000명에 육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지역교통기관들이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장을 오가는 버스 운행편 수를 증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도지구교통국(Capital District Transportation Authority, CDTA), 

지역교통서비스(Regional Transit Service, RTS), 나이아가라프런티어교통국(Niagara 

Frontier Transportation Authority, NFTA)에서 새로운 존글렌/페럴로드주차승차(John 

Glenn/Farrell Road Park-N-Ride) 지정소를 포함한 지정된 박람회 주차장과 승차장에 총 

16대의 버스를 제공하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방문객들을 박람회장까지 수송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 주차승차(Park-N-Ride) 지정소는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박람회 기간 중에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6년 기록적인 참가율을 경험한 이후, 

주정부는 올해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여러 

교통기관들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증설된 버스 16대가 시간당 

1,000명이 넘는 방문객의 이동을 지원할 것인 바, 박람회장으로 가는 길이 더 편해지고 

지역 도로 사정도 나아질 것입니다. 방문객 여러분께서는 멀든 가깝든 거리에 관계없이, 

올해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에 오실 때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해 드립니다.”  

 

CENTRO와 뉴욕주 박람회의 제휴에 따라 버스편을 제공하게 될 교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체스터 지역교통서비스(Regional Transit Service)에서 버스 6대와 운전사 6명, 

운행감독자 1명을 파견하여 존글렌/페럴로드주차승차(John Glenn/Farrell Road 

Park-N-Ride) 지정소 운영을 지원합니다.  

 버펄로 나이아가라프런티어교통국(Niagara Frontier Transportation 

Authority)에서는 박람회 개장 첫 주말과 마지막 4일간 박람회장 전역을 운행할 

버스 6대와 운전사 6명을 지원합니다.  

 올버니 주도교통국(Capital District Transportation Authority)에서는 4대의 

버스와 최대 4명의 운전자를 파견합니다.  

 

존글렌/페럴로드주차승차(John Glenn/Farrell Road Park-N-Ride) 시스템은 박람회 기간 

동안 오전 8:30부터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셔틀버스는 15~20분 간격으로 출발합니다. 

초기 추정에 따르면 이 새로 증설된 버스 운행편은 시간당 1,000명 이상을 수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주차승차(Park-N-Ride) 운행편 외에도, CENTRO Express 버스편이 오논다가, 

카유가, 오스위고 등 카운티의 주박람회 주차승차(State Fair Park-N-Ride) 지정소에서 

박람회장 정문까지 정기적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승차 지정소와 운행 시간표는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CENTRO 탑승권과 환승권은 모든 주박람회 운행 버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과 시간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CENTRO 콜센터 (315) 442-34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립 박람회의 Troy Waffner 디렉터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 흐름을 지원할 

버스 운행편이 증설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람회장으로 유입되는 수많은 

방문객들의 이동을 감당할 혁신적인 방안을 제공해주신 CENTRO와 지역교통기관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는 센트럴 뉴욕의 명물로서 그 정수를 경험하고자 갈망하는 

수십만 방문객들을 끌어왔습니다. 방문객과 그 가족이 이용할 버스 운행편 수의 증설은 

이들의 신속한 이동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마을 거리의 교통체증을 줄임으로써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의 교통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CENTRO의 Rick Lee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ENTRO는 버펄로, 로체스터, 

올버니의 자매 교통기관과 함께 힘을 합쳐 2017년 주박람회의 성공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버스 및 운용 인력 지원은,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기관간 협력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 노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와 행정부에 감사드립니다.”  

  

Bill Carpenter RTS CEO 겸 NYPTA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는 

최고의 행사이며 CENTRO는 매년 그와 관련된 교통/수송 업무를 훌륭히 관리해 

https://www.centro.org/service_schedules/ny-state-fair


 

 

왔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휘와 함께 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참가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RTS는 CDTA 및 NFTA와 함께 박람회장 방문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최상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CENTRO와 공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CDTA의 Carm Basile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DTA는 업스테이트 교통 시설 

가족들과 함께 올해 뉴욕주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교통은 업스테이트 

뉴욕 라이프스타일의 필수 요소인 바, 박람회에 참가할 수십 만 명의 수송에 기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박람회는 센트럴 뉴욕의 대표적 행사로서, 뉴욕주의 정수를 

모두 선보이는 주 전체의 보배라 할 수 있습니다.” 

  

NFTA의 Kimberley Minkel 상임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FTA는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에 기여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뉴욕주와 전국에서 매년 이 박람회를 

기다리는 수천 명의 방문객들을 수송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의미 있고 효율적이며 뉴욕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업스테이트 대중교통 

협력체계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가 운영하는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는 2017년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테마에 잘 나타나 있듯, 이 박람회의 사명은 “최고의 발견(FIND YOUR 

GREAT)”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뉴욕주 최고의 농산물을 소개하고 최고 수준의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개최지는 375 에이커의 전시 및 

오락 단지로서 연중 운영됩니다. 연중 행사 일정이 박람회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 소식을 확인하고, 트위터에서 @NYSFair 를 

팔로우하며, 스냅챗에서는 nysfair에서 소식을 확인하고, 박람회 사진은 

www.Flickr.com/photos/nysfair 에서 즐기세요. 아울러, 뉴욕 주민들께서는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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