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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자유의자유의자유의자유의 여신상여신상여신상여신상 다시다시다시다시 개장개장개장개장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0월 11일(금요일)에 연방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자유의 

여신상을 다시 개장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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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tery Park City에서 오늘 열린 기자 회견 사진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에 방문하는 전 세계 방문자들을 위해 자유의 여신상을 공식적으로 

다시 개장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은 교착 상태이지만 뉴욕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이 국제적인 상징을 폐쇄된 채로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매일 수천여 명의 방문객들을 맞이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생성하고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일자리들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곳에서 다시 

사업을 재개함으로써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 시민들과 방문객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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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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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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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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dy로 인해 Liberty Island가 8개월 간 폐쇄된 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Ellis 

Island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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