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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존스 해변으로 가는 주말 버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뉴욕주 기금에서 120,000달러 지원 발표

주말 버스 서비스는 원래 전몰장병 추모일(Memorial Day) 이후 종료하고 6월 말 재개
예정이었음
또한 기금 지원으로 근로자의 날(Labor Day) 이후까지 서비스 연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기금에서 120,000 달러를 나소 인터카운티
익스프레스(Nassau Inter-County Express, NICE)로 배정하여 존스 해변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으로 가는 주말 버스 서비스를 6월은 물론 근로자의
날(Labor Day) 이후인 9월 중순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소 인터카운티
익스프레스(NICE)가 제공하는 주말 버스 서비스는 원래 전몰장병 추모일(Memorial Day)
이후 종료했다가 근로자의 날(Labor Day)을 맞아 매일 운행을 6월 22일 다시 재개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보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나소 카운티(Nassau
County)는 주말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해결책을 찾았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날(Labor Day)부터 9월 15일까지 주말 버스 운행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해변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은
뉴욕주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공원이 개장하면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반드시 원활히 운영되어야 합니다. 존스 해변으로 통하는 주말 버스 운행은
방문객에게 중요한 서비스일 뿐 아니라,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롱아일랜드
지역 경제에도 필수적입니다."
나소 인터카운티 익스프레스(NICE) 버스 서비스는 5월 25일 토요일부터 9월 15일
일요일까지 주말 동안 운영됩니다. 6월 24일 월요일부터 8월 30일 금요일까지의
기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시간마다 버스를 운행합니다. 프리포트에서 매시
30분에 출발하고 해변에서는 매시 55분에 출발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30 분마다
운행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운행합니다. 프리포트에서 매시 정각과 30 분에 출발하고
해변에서는 매시 25분과 55 분에 출발합니다.

버스 운행은 프리포트에서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마지막 버스는 오후 8시 55분에
존스 해변에서 출발합니다. 프리포트 롱아일랜드 철도역(Freeport LIRR station)에서
존스 해변까지의 왕복 나소 인터카운티 익프스레스(NICE) 버스 티켓 가격은 5 달러 50
센트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여름철 승객 수는 이 복원된 운행을 통해 혜택을 보게 될 주간 승객 16,000 명을 포함하여
약 33,000 명으로 추정됩니다.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전몰장병 추모일(Memorial Day)과 노동절(Labor Day) 사이의
존스 비치(Jones Beach) 방문객을 통해, 나소 카운티 내 고속(NICE) 운행은 해변과 주립
공원으로 가는 효율적이고 스트레스가 없는 방법이라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공원은 훌륭한 여름 방문지이며, 지방 지역사회의 경제
동력이기도 합니다. 방문객이 버스 이용에 불편 없이 존스 해변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해변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으로 통하는 주요
대중교통 서비스가 재개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대중교통 네트워크에 대한 뉴욕주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 롱아일랜드는 관광 촉진과 취업 기회 개선을 이루어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소 카운티의 Laura Curra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해변의 지방
지역사회는 매년 여름 수천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저희에게는 매일이 중요합니다.
공원까지 운행하는 일간 버스 서비스가 연장된 것은 관광 산업에 의지하는 저희 지역
사업체에게는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이 투자에 대해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부터 주립공원(State Parks)은 존스 해변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의
역사적인 웅장함을 복원하고 새로운 방문객을 유치하며 여러 해에 걸친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2020년까지 6,5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및 자연 교육 센터
1,800만 달러 규모의 자연 센터는 현재 건설 중이며, 에너지 절약 및 지속 가능성을
장려할 것입니다. PSEG 롱아일랜드(PSEG Long Island)와 민관 제휴관계에 있는
롱아일랜드 전력청(Long Island Power Authority),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개인 기부자,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등은 모든 연령층의 방문자들이 환경 및 스마트 에너지 소비자를
위한 훌륭한 환경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대화식 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은 중요한 해양 생물 연안 서식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원의
웨스트 엔드(West End)를 공원 보존 구역(Park Preservation Area)으로 지정했습니다.
보드워크 카페
전체가 개방되어 널찍한 시장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컨셉으로 천막 지붕
형태의 고유한 인장 지붕을 갖춘 새로운 7,700 평방 피트 규모의 이 카페는 이전 건물이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되어 2004년부터 중단된 식음료 서비스를 센트럴 몰(Central
Mall)에서 2018년 6월 개장해 운영 중입니다. 이 건물은 허리케인 기준에 맞춰
건축되었으며, 해수면에서 20피트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75,000 평방 피트
규모의 브라질산 이페 나무가 특징입니다. 이 열대 견목은 부식에 매우 강하며,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보드워크에는 이상적인 자재입니다. 이 카페는 이 공원에서 고객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권 보유업체인 센터플레이트(Centerplate)가 운영합니다.
1931 웨스트 배스하우스(West Bathhouse) 복원
1930년대의 특징을 살려 이 역사적 건물을 복원하는 일에는 1,600만 달러가
사용되었으며, 수많은 내외부 개선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개선 작업에는 건물 본연의
아르데코(Art Deco) 풍 외관에 맞춘 창문 설치, 석조 수리, 수영장 덱 교체, 수영장 정화
시스템 수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층의 인테리어를 리노베이션하여 열린 공간을
만들었고, 본래 설계의 일부분인 수영장과 보드워크 간에 공기가 순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에는 중간 베이를 다시 열어 수영장에서 해변까지의 전망과
순환을 다시 연결하는 일이 포함되었습니다. 2층의 마린 다이닝룸(Marine Dining
Room)에는 천장 기둥이 조각되어 있으며, 매일 런치와 디너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말에는 브런치 메뉴도 있습니다. 이곳은 케이터링을 포함한 결혼식, 졸업 무도회, 기타
행사를 위해 대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 개선
주립공원(State Parks)이 총 1,200만 달러가 넘는 투자를 진행한 결과, 존스 해변의
방문객 경험을 개선하고 공원의 역사적 요소를 재건하기 위한 추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주립공원(State Parks)은 필드 6 컨세션 빌딩(Field 6
Concession Building)의 노후된 화장실 및 식사 공간을 리노베이션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1948년에 개관하였고 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원 정문에 위치한 센터 몰(Central Mall)의 모자이크가 2015년
복원되었습니다. 모자이크는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 일부 부분이 떨어지거나
뭉개졌습니다. 모자이크는 슬레이트와 브래스 디테일의 색깔을 입힌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작품은 세로와 가로의 길이가 각각 12 피트와 32 피트인

롱아일랜드의 지도로, 주립공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1.7 에이커 규모의 이스트
게임 지역(East Games Area)이 센트럴 몰(Central Mall)의 편의 시설의 하나로
개장했습니다. 이 시설에는 셔플 보드 코트, 콘크리트 탁구대, 보체볼 코트가 있습니다.
한편, 웨스트 게임 지역(West Games Area)과 자크 베이에는 2018년 여름 시즌을 맞아
새로운 놀이공간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게이트웨이 기념물이 2017년
설치되어, 완타고와 오션 파크웨이(Ocean Parkways)에서 공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반깁니다. "존스 비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Welcome to Jones Beach)" 표지판은
공원의 대표적인 아트 데코 스타일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밤에는 에너지 효율적인
LED 조명을 밝힙니다. 예정보다 일찍 완공된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는 존스 해변
공용로(Jones Beach Shared Use Path)입니다. 새로운 4.5 마일 규모의 통로로, 기존
길과 연결하여 보행자, 스케이터, 자전거 이용자들이 수백 마일 규모의 트레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친환경 교통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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