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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0월 11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자유의자유의자유의자유의 여신상을여신상을여신상을여신상을 다시다시다시다시 개방할개방할개방할개방할 것을것을것을것을 연방연방연방연방 정부와정부와정부와정부와 합의한합의한합의한합의한 내용내용내용내용 발표발표발표발표 

 

연방연방연방연방 정부와의정부와의정부와의정부와의 합의에합의에합의에합의에 따라따라따라따라 뉴욕주는뉴욕주는뉴욕주는뉴욕주는 국립국립국립국립 공원공원공원공원 개방을개방을개방을개방을 유지하기유지하기유지하기유지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일일일일일일일일 운영운영운영운영 자금자금자금자금 제공제공제공제공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정부가 자유의 여신상을 다시 개방할 것을 연방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주정부는 연방 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는 동안 Liberty 

Island 국립 공원 방문객에게 계속 개방하기 위해 61,600달러의 일일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국립 

공원 서비스 담당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공원은 이번 주말에 다시 개방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자유의 여신상은 매년 뉴욕주에 수백만여 명의 방문자들을 유치하는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로, 지난 12일 간 이 공원을 폐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공원을 관리하고 인력으로 투입된 직원들은 물론 Liberty 

Island이 폐쇄된 매일은 지역 사업에 비용을 지출하는 방문객들을 놓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셧다운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매일 이 공원에 방문하는 수천여 명의 방문객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장애와 정체는 이렇게 중요한 국가 자산을 개방하지 못하는데 반해 

뉴욕은 이러한 책임을 지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공휴일인 Columbus Day를 맞아 

방문객들에게 Lady Liberty를 다시 개방하여 지역 사업이 다시 꽃피는 것을 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워싱턴의 장애 및 정체로 인해 이 국제적인 자유의 상징이 폐쇄된 채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Jewell 장관이 이러한 합의에 도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의회를 통해 

정부가 개방을 허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상원 다수당 연합 공동리더인 Dean G. Skelos는 “수 년 동안 자유의 여신상은 자유와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수백만여 명의 이민자들을 위한 강렬한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들이 그리스에서 이 나라에 도착했을 때 이 웅장한 랜드마크는 이민자였던 

저의 조부모를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관광객들과 새로운 시민들을 환경하기 위해 자유의 

여신상을 다시 개방하려는 주정부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명령한 워싱턴 DC에서의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앞서 가는 것을 입증합니다.” 

 

상원 다수당 연합 공동리더인인 Jeffrey Klein은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 시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 

명소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뉴욕주가 나타내는 자랑스러운 원칙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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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중요한 랜드마크가 개방된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것을 현실화한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Sheldon Silver 의회 대변인은 “자유의 여신상과 Ellis Island는 매년 뉴욕시와 Lower Manhattan에 

방문하는 수백만여 명의 관광객들에게 안겨주는 미국의 자유와 기회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액수는 약 1억 7,400만달러에 달합니다. 불행하게도, 

허리케인 Sandy로 인해 약 여덟 달 동안 이 역사적인 명소를 어쩔 수 없이 폐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광은 911 테러로부터 복구 중인 Lower Manhattan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추가 폐쇄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에 

이러한 투자를 복구시켜줄 이 명소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은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연방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내무부는 지난 주 전국의 모든 국립 공원들을 

폐쇄하고 20,000여 개의 국립 공원 서비스 담당 직원들에게 무급 일시 휴가를 주었습니다. 

공원 폐쇄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내무부는 국립 공원 서비스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국립 공원들을 다시 개방할 수 있도록 완전히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관심과 능력을 보이는 주지사들과 합의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의회가 

각각의 주정부에 재정 환불에 대한 법령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러한 지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무부 장관 Sally Jewell과 Cuomo 주지사 간 합의에 따라 주정부는 공원을 다시 개방하는 

첫날부터 4일 간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국가 관광 예산에서 나온 자금도 함께 

포함됩니다. 공원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주정부는 이틀이 더 추가될 때마다 이틀 전 

내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공원은 평소처럼 완전히 개방되어 운영될 것입니다. 

주정부는 공원이 개방되는 동안 매일 연방 정부에 61,600달러를 지불할 것입니다.  

 

Liberty Island 국립 공원은 뉴욕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국립 공원 서비스가 

보고한 2012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약 370만여 명의 방문객들이 Liberty Island에 

방문함으로써 경제 활동으로 1억 7,400만달러를 벌어들이고 2,218개의 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모든 방문객들은 Liberty Island 및 Ellis Island에서 페리, 음식 및 기념품 등을 

구입하는 데 평균 약 35달러를 지출합니다. 공원 외부에서의 기타 지출은 매 방문마다 약 

1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공원은 연방 정부 영업권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약 1500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뉴욕시 공원 및 판매세에 대한 라이선스 

수수료로 320만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매일 이 공원에 방문하는 10,000명 이상의 방문객들을 쫓아낸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자유의 여신상과 Ellis Island에서 약 400명 이상이 직접 일자리를 잃었으며 여기에는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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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서비스 및 Evelyn Hill, Inc.도 포함됩니다. 페리를 타고 섬에 도달할 수 있는 Statue 

Cruises의 일일 승객 수는 50-70%로 감소했으며 이 회사의 180여 개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만해도 영업권 수수료로 매일 50,000달러씩 잃고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수퍼 태풍 샌디로 인해 Liberty Island가 8개월 간 폐쇄된 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Ellis Island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Evelyn Hill Inc. 사장 Bradford A. Hill은 “Evelyn Hill은 82년 동안 Liberty Island에서 방문객들을 

상대해 왔으며 수퍼 태풍 샌디 이후 약 8개월 간 폐쇄되는 쓰라린 고통을 겪은 이후 올해 

매출은 약 70%까지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152,000여 명의 

방문객들은 이 공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우리의 가족 사업에 또 다른 끔찍한 타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총 110명의 직원들은 100% 어쩔 수 없이 해고를 당할 수 밖에 없고 

이들은 약 140,000달러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자연재해 및 국가적 

재해에서 살아남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Cuomo 주지사가 이 공원을 다시 개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미국의 애국적 상징인 Miss Liberty에 

방문객들이 다시 몰려오게 된다니 매우 기쁩니다.” 

 

Statue Cruises의 COO인 Mike Burke는 “국립 공원이 폐쇄된다면 우리 사업은 페리를 타고 

Liberty Island를 직접 탐험하기 위해 뉴욕시로 온 수천여 명의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주 간 일일 페리 탑승객 수는 50-70%까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180개의 일자리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공원이 폐쇄된다면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들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가능한 한 빨리 개방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Cuomo 주지사에게 

매우 감사하고, 이 명소를 다시 개방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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