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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0월 1일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I LOVE NEW YORK 버스버스버스버스 출시출시출시출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서비스는서비스는서비스는서비스는 뉴욕뉴욕뉴욕뉴욕 시에서시에서시에서시에서 주류주류주류주류 트레일트레일트레일트레일, 축제와축제와축제와축제와 스키스키스키스키 슬로프로의슬로프로의슬로프로의슬로프로의 연중연중연중연중 이용권을이용권을이용권을이용권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I LOVE NEW YORK 버스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1년 내내 

사용 가능한 관광 사업으로 뉴욕 시에서 주 전역의 목적지로 교통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뉴욕의 관광 기회를 증진시키고 교통 접근을 증가하려는 주지사의 제2회 Tourism Summit에서 받은 

피드백의 결과이며, 탑승자들에게 와인, 맥주 및 사이다 트레일, 계절 축제와 뉴욕 북부에서 스키를 

포함하여 주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 경험으로 연결해 줍니다. 

 

“관광은 뉴욕에서 번성하고 있으며 주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과 야외 활동을 위한 접근을 개선하는 

것은 다음 단계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Finger Lakes, Long Island의 급증하는 

와인, 맥주 및 사이다 업체들부터 Catskills, 중앙 뉴욕 및 North 카운티의 세계 수준의 겨울 

리조트까지, 이 버스 서비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뉴욕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과정에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경제 성장을 만들 것입니다.” 

 

I LOVE NEW YORK 버스 서비스는 뉴욕 시에서 출발하는 가을 주말 여행 일정의 시리즈를 위해 

공식적으로 오늘 시작되며, 이는 10월 18일 25일 11월 1일의 North Fork Wine Trail과 11월 8일 9일의 

Taste North Fork를 포함합니다. 이 서비스는 또한 Hudson River Valley Art Trail, Hudson River Valley 

“Leaf Peepers” 크루즈 및 Platzl Brauhaus Golden 옥토버페스트 같은 Hudson Valley로의 여행을 

확장하는 당일 및 야간 여행을 제공합니다. 

 

뉴욕 주는 나라에서 다른 주보다 훨씬 많은 스키 리조트가 있으며 로키 산맥의 동쪽에서 가장 큰 

경사가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I LOVE NEW YORK 버스는 다양한 스키 산으로 당일 여행 및 주말 

스키 휴가를 제공할 것입니다. Hudson Valley의 Hunter 산, Windham 산, 중앙 뉴욕의 Greek Peak 산 

리조트와 Adirondacks의 Whiteface 산을 포함합니다. 이 서비스는 겨울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리프트 티켓, 스키 강습 및 대여뿐만 아니라 뉴욕 리조트의 하룻밤 숙박 시설 등이 추가된 스키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I LOVE NEW YORK 버스는 지속적으로 일정에 더 많은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버스의 승차 및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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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은 Grand Central 역 근처 Manhattan의 3번가 44번 도로의 코너에 있으며 출발 및 복귀 시간은 

각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장 티켓 판매는 잔여석이 있는 경우 가능하지만,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예약은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관광 부문 전무 이사 Gavin Landry는 “새로운 I LOVE NEW YORK 버스는 뉴욕 

거주자와 방문자들이 주 전체에서 많은 관광 명소를 훨씬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관광은 뉴욕 주에서 경제 엔진이며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생성합니다. I LOVE NEW YORK 버스는 

뉴욕 시의 시장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버스는 뉴욕 주에서 40년 간의 교통 수단을 제공한 Southampton을 기반으로 하는 Hampton Jitney에 

의해 운영될 것입니다. I LOVE NEW YORK 버스의 고해상도 사진은 여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Hampton Jitney의 사장 Geoff Lynch는 “Hampton Jitney가 뉴욕 주 관광 부문과 협력하여 I LOVE NEW 

YORK 버스 투어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가 제공하는 멋진 

목적지, 크래프트 맥주 및 이벤트들을 더 많은 뉴요커들과 매년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가져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orth Fork Wine Trail - 10월월월월 18일일일일, 25일과일과일과일과 11월월월월 1일일일일 

첫 번째 I LOVE NEW YORK 버스 관광은 North Fork의 주류 트레일 자산의 샘플링을 제공하는 최초 

여행을 아래 일정으로 조심스럽게 기획했습니다. 투숙객은 North Fork 와이너리 투어 혹은 North 

Fork 맥주 및 주류 트레일 투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와이너리 투어는 Jamesport 포도밭, 

Diliberto 와이너리, Pugliese Vineward 및 Harbes 농장 및 와인 반에 정차하며 그림 같은 분위기에서 

뛰어난 와인을 자랑합니다. 맥주 및 주류 투어는 Long Island Brewery, Joe’s Garage & Grill, Greenport 

Harbor Brewing 회사와 Long Island Spirits에서 정차합니다. 모든 투어는 각 지역에서 시음과 일부 

무료 기념품 및 점심 식사를 포함합니다. 추가적인 주류 트레인 투어 일정은 주 전역의 와인 

지역으로 곧 확장될 것입니다. 

 

Taste North Fork - 11월월월월 8일일일일 9일일일일 

이틀간의 행사는 재향 군인의 날 주말에 열리며 특별 시음, 이벤트, 할인 및 라이브 뮤직을 

포함합니다. 무료 “홉온 홉오프” 셔틀은 North Fork 지역에서 와이너리를 연결해주며 12시부터 

6시까지 운행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정보정보정보정보  

 

뉴욕주는 11 곳의 아름다운 휴양지를 자랑합니다. 뉴욕의 명소에는 Adirondacks에 위치하며 

미국에서 가장 큰 공원인 Niagara Falls와 같은 관광지 및 Cooperstown의 Baseball Hall of Fame, 

Corning Museum of Glass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주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실외 낚시, 하이킹, 보트타기, 연중 페스티벌, 13개 식민지 유적지 중 한 곳의 역사와 문화 탐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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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포함됩니다. 관광객들은 또한 고급 요리, 음료 트레일, 산지 직송 신선 식품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iloveny.com 및 www.thebeat.iloveny.com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휴가지에 대한 멋진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 Facebook, Instagram에서 I LOVE NEW YORK을 

확인하십시오! 

 

Hampton Jitney 소개소개소개소개 

 

Hampton Jitney는 교통 분야의 개척자입니다. 1974년 Hampton Jitney는 1대의 밴을 가지고 동부 롱 

아일랜드의 뉴욕의 도심에서 최고급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전제에 

구축된, Hampton Jitney는 럭셔리 모터 코치와 리무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년 Hampton Jitney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스타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Hampton Jitney는 

공항을 포함 동부 롱 아일랜드와 메트로 뉴욕 사이에서 1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Hampton Jitney 리무진, 전세 및 관광 코치는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에 걸쳐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hamptonjitney.com를 참조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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