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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봄 및 여름 I LOVE NEW YORK 버스 운행 발표

버스 서비스는 NYC 및 Long Island로부터 뉴욕주 전역의 목적지까지 수 십편의 소풍을
제공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I LOVE NEW YORK 버스 서비스의 봄 및 여름철 운행
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버스는 뉴욕시 및 Long Island로부터 뉴욕주 전역의
목적지까지 쉽고 경제적인 소풍을 가능하게 합니다. 금년 봄 및 여름의 이 버스 서비스는
Hudson Valley, Long Island 및 Catskills뿐만 아니라 Cooperstown의 야구 명예의 전당,
Saratoga Springs 및 Niagara Falls로의 숙박 여행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지까지의
여행으로 주의 풍부한 유산을 경험할 기회 수를 배증시켰습니다.
“성공적인 오프닝 시즌 후에 I LOVE NEW YORK 버스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기회로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운스테이트
뉴요커들에게 타운을 빠져나와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갖고 있는 최고를 경험할 수 있는
쉽고 경제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Long Island의 와인투어이든 Niagara Falls로의 가족
여행이든 모든 사람을 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 동시에 그 모두는 전주의 지역사회에
경제 활동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뒷받침합니다.”
I LOVE NEW YORK 버스 운행표는 www.iloveny.com/bus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I LOVE NEW YORK 버스는 뉴욕주 전역에 관광 기회 교통편을 증대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진흥하기 위해 작년 가을에 출범하였습니다. 금년 봄 및 여름 라인업은 수 십
건의 추가 주간 및 숙박 여정을 제공함으로써 수 백명의 여행객을 업스테이트로 모신
14회의 가을 겨울 나들이를 토대로 합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관광과 과장 Gavin Landr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
LOVE NEW YORK 버스는 상당한 뉴욕시 시장을 발굴하고 우리의 여행 진흥 노력을
뉴욕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I LOVE NEW YORK
버스는 뉴요커들이 주를 탐구할 수 있는 편리하고 재미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놀라운
우리의 지역 포도주와 음식을 시식하거나, 관광을 하거나 또는 자연을 탐구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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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하게 앉아 휴식을 즐기하는 것은 최고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달들을 위해 개발한 I LOVE NY 여행은 East End의 해변으로부터
Saratoga의 경마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뉴욕 최고의 명소와 장소를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 것입니다”라고 I LOVE NEW YORK 버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Hampton Jitney의 운행 담당 부사장인 Andrew Lynch가 말했습니다.
I LOVE NEW YORK 버스 여행 예약이 적극 권장되지만 여유가 허용하는 경우 직접 티켓
판매도 가능합니다. 출발 및 복귀 시간은 행선지별로 다릅니다. 타고 내리는 장소:
•
•

뉴욕시: 44th Street and 3rd Avenue
Long Island: Calverton 253 Edwards Avenue 또는 Huntington/Melville LIE Exit 49
Park and Ride

다가오는 봄 및 여름 운행:
웨스트포인트/군사
일
웨스트포인트 군사 유산 투어 및 Thayer Hotel 샴페인 브런치–4월
브런치 월 19일
봄철 I LOVE NEW YORK 버스 투어 시즌은 일요일 샴페인 브런치와 웨스트포인트 특별
투어로 개시됩니다. 이 날은 수상에 빛나는 MacArthur's Riverview Restaurant에서의
풍부한 브런치 뷔페로 시작됩니다. 웨스트포인트 캠퍼스의 유서 깊은 Thayer Hotel에
위치한 이 식당의 고딕식 창문들이 Hudson River와 웨스트포인트의 손질된 운동장으로
활짝 열려 있어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투어 참가자는 웨스트포인트 투어시
사관생도의 생활과 군의 역사에 대해 배운 다음 근처 New Windsor의 Purple Heart Hall
of Honor에서 교훈적 전시물과 비디오 이야기를 시청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인당 189
달러인 이 패키지에는 교통편, 브런치, 투어, 에스코트 및 여행하는 동안의 가벼운 간식과
음료수가 포함됩니다.
Rhinecliff Hotel 초콜렛 및 와인 짝짓기 – 5월
월 23일
일
이 투어는 Hudson River 타운들과 그들 요리의 창의성과 정교함을 엿보게 합니다.
농장에서 식탁으로의 요리로 알려진 1854 Rhinecliff Hotel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손님들은 품위 있는 영국인 공동소유자 James Chapman을 만날 것입니다. 이어서
Rhinebeck 소재의 초콜렛 제조업자 Oliver Kita가 초콜렛 및 와인 짝짓기를 개최하여
농장에서 초콜렛까지의 여정을 추적할 것입니다. 이 투어는 또한 Hudson River
마켓타운으로서 미식가 식당과 승마용품으로부터 문방구 및 의류까지의 공예품을 파는
전문 상점으로 유명한 Rhinebeck도 탐구할 것입니다. 인당 179 달러인 이 소풍에는
점심, 초콜렛 및 와인 짝짓기, 장거리 버스에서 제공되는 가벼운 간식 및 음료수,
에스코트 및 교통편이 포함됩니다.
Eleanor Roosevelt의
의 Val-Kill Cottage 및 Mills Mansion - Hudson River Valley – 5월
월
30일
일
이 투어는 Hudson River Valley의 세 가지 독특한 측면을 엿봅니다. 이 투어는 메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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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농장 산물에 근거시키고 맥주와 요리 짝짓기를 제안하는 많은 수제 맥주 식당 중
하나인 Hyde Park Brewing Company에서의 점심으로 시작됩니다. 점심 후에
Staatsburgh 주 유적지인 Mills 가족의 도금시대 장원의 가이드 투어는 세기가 바뀔
무렵의 당당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들를 곳은 Eleanor
Roosevelt의 사적인 “오두막”인 Val-Kil로서 FDR의 Hyde Park 홈에서 약 2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집은 Eleanor Roosevelt 국가 유적지의 중심으로서 방문객들은
그녀의 많은 선구적 업적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인당 159 달러인 이 투어에는
Hudson River Valley를 통과하는 내레이션 드라이브, 점심, 두 유적지 견학, 장거리
버스에서 제공되는 가벼운 간식 및 음료수, 차내 에스코트 및 교통편이 포함됩니다.
Niagara Falls – 6월
월 22 -25일
일
Niagara Falls는 뉴욕시에서 방문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철의 시작을 돕는 이
패키지에는 유명한 Maid of the Mist 에서의 보트타기, Cave of the Winds 투어에서 폭포
아래를 걸을 기회—기념품 레인파카 포함—및 IMAX 영화관 , Niagara: Miracles, Myth &
Magic 에서 폭포 위 가상 보트 타기 및 나이아가라 역사 이해가 포함됩니다. 그날 저녁
Seneca Niagara Casino까지의 교통편도 제공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의 하이라이트는
Erie & Lockport Locks를 통과하는 내레이션 크루즈, 와이너리 투어 및 시음, 미국쪽
폭포와 캐나다쪽 스카이라인을 굽어보는 Top of the Falls 레스토랑에서의 석식일
것입니다. 숙박은 Byblos Niagara Resort에서 하는데, 손님들은 실내 풀장, 사우나 및
월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Upper Niagara River의 강둑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3박4일의 이 투어는 2인 1조는 인당 799달러이고 싱글은 899달러인데 관광, 교통편,
엄선된 식사 및 숙박이 포함됩니다.
기타 I LOVE NEW YORK 버스 투어:
투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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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Mohonk Mountain House의 New Paltz 와인 푸드 페스티벌 당일 여행,
참가자는 현지 식당의 음식을 시식하고 국내 및 국제 와인을 시음할 수 있습니다.
7월 15, 18일 및 8월 4, 15, 26일로 예정된 전일제 “Taste of the Hamptons” 여름
나들이에는 수상에 빛나는 브루어리 겸 레스토랑인 Southampton Publick
House에서의 점심과 Parrish Art Museum 및 Wolffer Estate Vineyard의 방문이
포함됩니다.
7월~8월의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미국 최상위 해변에 랭크된 Long Island의
Southampton 소재 Coopers Beach에서의 하루가 개최됩니다. 해변 매점 할인
바우처가 포함됩니다.
Hudson River에서의 Pride of the Hudson 내레이션 크루즈와 450여대의
모터사이클을 전시하는 Motorcyclepedia Museum 및 Newburgh Brewing
Company 방문이 포함된 7월 25일 여행.
기타 여름 숙박 옵션들: 2박3일 Saratoga 여행, 이 때 Saratoga 경마장에서의 하루
동안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Saratoga Springs의 이색타운을 거닐기; Finger
Lakes로 3박4일 여행을 가서 박물관, 정원, 와이너리 및 지역의 자연 경치미를
탐구; Cooperstown의 야구 명예의 전당 및 Brewery Ommegang으로의 1박 여행.

Long Island 및 Hudson Valley에서의 와인 트레일 투어 및 기타 여행은 곧 발표될
것입니다.
Southampton 소재 Hampton Jitney가 운행하는 I LOVE NEW YORK 버스는 와인 및
비어 축제, 낙엽 트레일 및 스키 리조트까지의 소풍으로 작년 가을 처음으로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2016년 스키 여행 스케줄은 확대된 운행 계획으로 이미 작성 중에
있습니다. I LOVE NEW YORK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 이외에 파트너 여행 웹사이트 및
뉴욕시 호텔 및 주거지 컨시어지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Hampton Jitney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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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www.hamptonjitney.co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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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