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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캠핑장의캠핑장의캠핑장의캠핑장의 할인을할인을할인을할인을 알리다알리다알리다알리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 자리한 112개 캠핑장과 관련하여 Early Summer Camping 

Special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로 저렴한 휴가지를 찾는 가족들의 여름 시즌을 

시작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달 초 주지사의 Tourism Summit에서 집중 조명된 뉴욕주의 

대대적인 야외 여행 홍보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주립공원 시스템을 갖춘 주의 하나입니다. 이번 여름 

뉴욕주 캠핑장 할인 행사로 멋진 야외 활동을 즐기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여름 캠핑 시즌에 접어듦에 따라 모든 뉴욕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특별 할인가에는 홍보 코드 EARLYCAMP14를 사용하여 예약하는 캠핑객들을 위해 6월 26일까지 

일반 요금에서 1박에 5 달러를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뉴욕주 공원- 거의 모든 

지역에 자리한 환경보존부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에 적용됩니다(Hither Hills 주립공원, 계선 부표, 

예약이 필요 없는 곳과 사전 예약 제외). 

 

주립 공원 커미셔너인 Rose Harv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자랑하는 

뛰어난 천혜의 자연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캠핑은 야외 활동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 특별한 가격은 방문객들에게 주말 동안 캠핑을 하도록 이끌 수 있으며, 또는 경험이 

많은 캠핑객들에게 새로운 장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DEC 커미셔너인 Joe Marte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남녀노소와 재주를 가진 사람들에게 

갖가지 멋진 주립 캠핑장을 갖추고 잊을 수 없는 야외 활동 경험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뉴욕에서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이 특별한 홍보 행사는 캠핑을 귀하의 여름 계획의 일부로 만드는 더욱 멋진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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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할인 행사는 3년 째 지속되는 것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는 4,000개의 캠핑의 밤이 

운영되었는데, 이는 첫해에 비해 40%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캠핑 할인 프로그램은 올해 뉴욕주의 천연 자산과 인기 있는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사항 중의 하나로 주지사의 두번 째 Tourism Summit에서 집중 소개되었습니다. 기타 야외 

프로젝트로는 새로운 낚시, 사냥, 야생 동식물 앱의 출범, 뉴욕주의 새로운 Adventure License 도입, 

많은 주립공원부지와 레크리에이션 자산을 소개하는 일련의 I LOVE NY 광고가 있습니다.” 

 

Early Summer Camping Special을 예약하고 이를 즐기려면 먼저 새로운 온라인 캠핑장 가상 투어를 

이용하면 여행 계획을 좀 더 쉽게 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립공원 웹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 360도 

캠핑장 가상 투어는 방문객들에게 선정한 캠핑장을 먼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주립공원과 많은 

DEC 캠핑장에 대한 또 다른 투어는 이번 시즌 웹사이트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가상 투어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arly Summer Camping Special에 참여하려면 http://newyorkstateparks.reserveamerica.com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800.456.CAMP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캠핑 예약은 ReserveAmerica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곳은 뉴욕주 캠핑장에 대한 온라인 및 전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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