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존스 비치(JONES BEACH) 행 버스 운행을 복원하기 위한 지원금 20만 

달러에 대해 발표 

 

7월 6일 재개될 예정인 나소 카운티 내 고속(Nassau Inter-County Express, NICE) 

주간 운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올 여름, 존스 비치 주립 공원(Jones Beach State Park) 행 

나소 카운티 내 고속(Nassau Inter-County Express) 주간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지원금 

20만 달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나소 카운티가 지난 주 단지 예산상의 이유로 운행을 

강제로 일시 중단한 이후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나소 카운티는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운행을 

재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얻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비치 주립 공원(Jones Beach State Park)은 

최고의 여름 관광지입니다. 따라서 수천 명의 뉴욕 주민들과 방문객들 모두 이 

롱아일랜드 보물을 대중교통수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뉴욕의 주립 공원들에 대한 우리의 투자는 뉴욕주와 지방 경제를 모두 활성화하고 뉴욕 

주 관광산업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내 고속(NICE) 버스 운행이 주 7일간 7월 6일 목요일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시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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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Jones Beach)에서 출발합니다. 프리포트 롱아일랜드 철도역(Freeport 

LIRR station)에서 존스 비치(Jones Beach)까지의 왕복 나소 카운티 내 고속(NICE) 버스 



티켓 가격은 5 달러 50 센트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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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립공원(State Parks)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외로 나온 

방문객들을 주립 공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그곳으로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나소 카운티 

내 고속(NICE) 운행은 방문객들이 Cuomo 주지사님 덕분에 존스 비치 주립 공원(Jones 

Beach State Park)에서 멋진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얻고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Matthew J. Drisco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대단히 중요한 존스 비치(Jones Beach) 행 운행을 복원해 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주지사님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관광산업 홍보가 롱아일랜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경쟁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습니다.” 

 

나소 카운티의 Edward P. Mangano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해변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 중 일부입니다. 우리의 천연 

자원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투자 덕분에 이 해변들이 최고의 관광지로 

변모했습니다. 존스 비치(Jones Beach)에 대한 교통수단을 복원할 경우 더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해변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지역 경제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내 고속(NICE) 버스 운행을 복원해 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John E. Brook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공약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온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존스 

비치(Jones Beach)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소 카운티 내 고속(NICE) 버스 

운행이 복원될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 소재 주립 공원과 해변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 일부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자산을 

개선하여 이 장소들을 더욱 훌륭한 관광지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저는 롱아일랜드에서 관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David G. McDonough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비치(Jones 

http://www.nicebus.com/


Beach)는 뉴욕에서 가장 인기있는 여름 관광지 중 한 곳입니다. 해변 시즌에 맞춰 나소 

카운티 내 고속(NICE) 운행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해 뉴욕 주민들과 여행객들이 나소 카운티의 아름다운 존스 비치(Jones 

Beach)로 가는 교통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Christine Pellegrin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비치(Jones Beach)는 

유명한 롱아일랜드의 보석입니다. 저희는 대중교통수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 여름철 

행락지를 개방합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 및 방문객들 모두를 위해 편리한 버스 운행을 

복원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 롱아일랜드 및 존스 비치(Jones Beach)의 모든 것을 잘 

이용하고 즐길 수 있게 해 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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