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 배포용: 2012년 8월 28일 

 

CUOMO 주지사 관광산업 및 경재 개발 지원 및 뉴욕주 과거 조명을 위한 “PATH THROUGH HISTORY” 
공개  

Pathway는 뉴욕주와 미국 전체에 의미가 있는 200여곳의 역사적 명소 및 문화적 명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CUOMO 신규 계획 위한 지원금 1백만 달러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 뉴욕주를 대상으로 작성한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명소와 관련 행사를 엮은 지도 “Path Through History”를 공개했습니다.  

뉴욕주의 풍부한 역사를 조명하기 위한 이 행사는 뉴욕주의 역사적 중요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역의 관광산업 및 경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지사는 오늘의 Empire State Plaza에서 열린 “Path Through History”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Path Through History는 뉴욕주의 가장 중요한 명소 및 역사적 이정표 200곳을 부각시킴으로서 
뉴욕주의 풍부한 역사를 조명하게 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Elmira에서 허클베리 핀을 집팔하고 John Coltrane이 Long Island에서 독특한 재즈를 연주했듯이 
뉴욕은 모든것을 경험해 봤고 이제는 우리주의 역사를 세계가 감상할 수 있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지역 관광 계획은 뉴욕주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훌령한 면모를 조명하게 되며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더 깊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저는 Task Force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모든 뉴욕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러한 명소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회담에서 주지사는 10개의 지역 전통 관광 마케팅 계획을 촉진하기 위해서 1백만 달러를 할당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역사적 장소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뉴욕주의 주요 고속도로상에 새로운 도로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러한 장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게 될 새로운 웹사이트를 검토했습니다.  

Path Through History는 뉴욕주의 고속도로 (Thruway) 및 주요 도로에 설치될 신규 도로판으로 
특징지여지며 여행자들은 이러한 도로판을 이용해서 각 지역의 역사적 장소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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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는 각 지역이 전통 관광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1백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0개의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과 협의해서 지역별 워크샵은 마케팅, 기획 및 지역 홍보 
활동 제안에 기초해서 1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업무팀들은 지역 관광 
홍보 단체들과 뉴욕주 전역의 박물관, 역사적 명소 및 기타 문화 기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협조하게 
됩니다. 지역별 워크샵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pthpresentations.  

이 캠페인은 뉴욕주의 유례 없는 박물관, 역사적 명소 및 기타 문화 기관 네트워크의 프로필을 
고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통 관광은 매년 뉴욕주에 5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신규 도로판은 두종류로 구성됩니다. 200개 이상의 도로판은 뉴욕주와 미국 역사에 중요한 
순간들을 조명하게 되며 뉴욕주의 주요 도로 출구 사이에 설치됩니다. 역사적인 명소들은 저명한 
역사학자들의 도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도로판들은 독특한 “Path Through History” 로고가 
부착됩니다. 지역별 도로판과 상응하는 역사적 도로판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PTHSignage.pdf. 각 도로판은 역사적 태마와 연계되서 맞춤 
관광을 고안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 태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과 문화  

• 수로와 교통  

• 민권  

• 식민지 역사  

• 혁신과 상업  

• 원주민  

• 자연 역사  

• 혁명  

• 스포츠 역사  

•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 1812년 전쟁  

• 여성 권리 
 

The full list of sights by theme is available at 태마별 명소의 전체 리스트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PTHsitesbytheme2.pdf.  

이러한 상징적 도로판외에 신규 “Path Through History” 유치 도로판을 도로 출구에 설치해서 
상징적 도로판과 상응하는 역사적 장소로 운전자들을 안내하게 됩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도로판은 
연방 고속도로 안전 법규의 규제 대상이며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맞게 바뀔 수 있습니다.  

http://www.governor.ny.gov/pthpresentations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PTHSignage.pdf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PTHsitesbytheme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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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주지사는 저명한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Historic Corridor Task Force를 구성, 뉴욕주 
고속도로 (Thruway) 및 뉴욕주를 위한 계획안 설립을 위한 조언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Task 
Force는 State Museum의 책임자인 Mark Schaming과 수상에 빛나는 역사학자 겸 Metropolitan 
Museum of Art의 관장인 Art Harold Holzer가 공동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기획팀의 추가 
구성원들로는 코넬대학교의  Robert Harris 박사, 컬럼비아대학교의 역사학 및 사회학 교수 Kenneth 
T. Jackson, SUNY Purchase의 역사, 도시, 여성학 교수인 Lisa Keller가 있습니다. Task Force의 모든 
팀원들이 오늘 회담에 참석했으며 주지사와 지역 회원들과 협의해서 지역 역사 관광 계획안을 
설립했습니다.  

Metropolitan Museum of Art의 부관장인 Harold Holzer는 “Path Through History 계획은 뉴욕주 
전역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타지역 관광객들로 하여금 뉴욕주의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하도록 하는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뉴욕 주민들과 외지인들을 
뉴욕의 풍부한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흥미진진한 명소들로 안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지사와 Task Force 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tate Museum의 책임자인 Mark Schaming은 “저는 뉴욕주의 역사를 조명하는 작업에 주지사와 
밀접하게 협조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New York State Board of Regents와 State Education 
Department는 뉴욕 주민들에게 뉴욕주의 역사적인 보고를 안내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Path 
Through History 계획안은 뉴욕주 내에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뉴욕 주민들에게 독특하고 
교육적으로 유익한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역에 걸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 뉴욕 캠페인은 뉴욕주의 사회적, 기술적, 정치적 역사에 관련된 수 백개의 신규 설치 전시물이 
포함된 뉴욕주 정부 청사의 최근 개조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Hall of Governors는 역대 주지사들에 
대한 정보와 재임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뉴욕주 역사를 보여주는 연대표가 
주지사의 사무실이 위치한 2층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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