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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2년 12월 4일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안개안개안개안개 숙녀호숙녀호숙녀호숙녀호(MAID OF THE MIST) 운행운행운행운행 유지에유지에유지에유지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합의합의합의합의 발표발표발표발표  

투어투어투어투어 보트보트보트보트 운영업체는운영업체는운영업체는운영업체는 32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투자하여투자하여투자하여투자하여 상징적인상징적인상징적인상징적인 관광관광관광관광 명소명소명소명소 유지유지유지유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안개 숙녀호(Maid of the Mist) 유람선 여행 지속에 대한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가 주관한 이 다자간 합의서에는 Niagara Gorge에서의 안개 

숙녀호(Maid of the Mist)의 지속적인 운영과 나이아가라 폭포 주립공원의 수입 증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공원 방문객을 위한 보트 투어 경험을 개선하고 중요한 관광 

명소가 향후 잠정적으로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에 기반을 둔 가족 운영 Maid of the Mist Corp.는 전 Schoellkopf 발전소 

부지에 3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유람선의 월동 창고 및 정비에 맞도록 하고 공공 용도 및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부대시설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주욕 주립 

공원이 개조된 시설을 소유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와 Niagara River Gorge로 구성된 안개 

숙녀호(Maid of the Mist) 투어는 뉴욕주 서부의 주요 관광 코스입니다." 폭포의 뉴욕주 소속의 

부지에 보트 월동 창고를 마련한다는 뉴욕주와 안개 숙녀호(Maid of the Mist) 사이의 합의서를 

통해 뉴욕주 서부를 기반으로 한 이 기업이 주립공원의 수입 개선을 포함하여 이 지역의 관광 및 

경제에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이 합의서는 일반인의 여가활동이 

가능한 야외 레크리에이션 명소를 위해 자본적 개선을 제공함으로써 이 다차원적 명소가 

나이아가라 폭포 주립공원과 주변지역 및 뉴욕주 전체에게 상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뉴욕주 주립공원 담당실(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실(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뉴욕 전력 공사(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Maid of the Mist Corp. 

등은 폭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Cataract City의 Schoellkopf 부지를 보트 운영업체가 

사용한다는 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부지는 Ontario의 Horseshoe Falls 하류 

가까이에 있는 현재의 월동 창고를 대체하게 되며 올해 초 이 폭포의 캐나다 쪽의 보트 사업을 

California 업체에 허가하기로 이 지역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안개 숙녀호(Maid of the Mist)는 

2014년부터 부지 임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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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의 조항에 따라 안개 숙녀호(Maid of the Mist)는 주립공원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인상할 

것이며 수정된 계약에 따라 이 비용은 30년 동안 총 1억 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1억 500만 달러는 계약이 2002년 처음으로 승인되었을 때 30년 기간에 대해 예상된 금액보다 

3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2014년의 경우, 안개 숙녀호(Maid of the Mist)는 주립공원에 220만 

달러의 최소 면허세를 지불할 예정이며 현재의 연간 라이센스 비용과 비교할 때 50%나 향상된 

것입니다. 이 회사가 주립공원에 지불한 2011 라이센스 비용은 147만 달러였습니다.  

전 Schoellkopt 부지의 건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2대의 겨울철 안개 숙녀호(Maid of the Mist) 선박을 건조하게 정박하기 위한 보트 창고 및 

플로팅 도크를 위한 창고를 제공하기 위한 2개의 플랫폼, 작업용 보트의 월동 창고와 

관리시설 구축을 위한 상류 관리 구역  

▪ 두 플랫폼 사이의 운송에 관한 Schoellkopf 발전소의 기존 엘리베이터 직원 내의 신규 

엘리베이터 

▪ 각 유람선을 물에 띄우고 정박하기 위한 수직 해양 리프트  

▪ 새로운 창고 부지 옆의 기존의 하이킹 트레일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온난한 계절에 일반 관찰 데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하류 보트 창고 플랫폼의 적응성 평가  

▪ 전 Schoellkopf 발전소 기초벽을 사용한 미래의 바위 오르기와 밧줄 강하 시설 이용 가능성.  

 

뉴욕주 공원 국장 Rose Harvey는 “Maid of the Mist Corp.와 새로운 월동 창고 부지를 위해 

나이아가라 폭포의 뉴욕쪽에 대해 맺은 계약은 이 유람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뉴욕주의 수익을 크게 증가시킬 뉴욕주 서부 지역의 장기적인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Maid 

of the Mist는 오래 동안 뉴욕주 서부 및 뉴욕주의 훌륭한 파트너였으며 나이아가라 폭포시의 

Schoellkopf 시설에 의한 공공 레이크리에이션 시설 확장을 포함한 다자간 합의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전력 공사(New York Power Authority)는 Schoellkopf 부지를 유람선의 겨울철 보관 및 정비 

장소로 만들기 위해 주립공원과의 제휴를 통해 안개 숙녀호(Maid of the Mist) 운영을 계속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NYPA 사장 겸 COE인 Gil C. Quiniones는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강 

하류의 선박 보관에 적합한 주변 부지가 부족한 것은 안개 숙녀호(Maid of the Mist)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협함으로써 Cuomo 주지사의 지도 하에 Schoellkopf 부지를 위한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단계는 필요한 허가를 위한 환경적 검토와  새로운 월동 보관 장소의 건축이 될 것입니다.”  

Christopher M.Glynn, Maid of the Mist Corp.의 사장은 “Cuomo 주지사와 행정부가 Maid of the 

Mist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1971년부터 이 사업을 소유해왔으며 나이아가라 폭포의 웅장함과 역동성을 전세계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열정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립공원과 뉴욕 전력 

공사(New York Power Authority)가 체결한 합의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멋진 유람선 투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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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하고 뉴욕주 서부의 개인을 위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George D.Maziarz 상원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WNY 사업인 안개 숙녀호(Maid of the Mist)의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여한 Cuomo 주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폭포의 유람선 투어를 보존하고 자본적 개선을 요구하며 

지역사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이 지역 회사와 협력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합의한 MOU는 뉴욕주 공원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립 공원에서 유람선을 운영하기 

위해 주립공원이 Maid of the Mist Corp.에게 보장한 2002년 라이센스를 개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 합의서는 라이센스를 5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개 숙녀호(Maid of the Mist) 라이센스가 끝날 때 주립공원은 보트 투어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한 제안을 요청할 것입니다.  

개선된 결제 방법 이외에도 안개 숙녀호(Maid of the Mist)는 온라인 티켓 판매, 화장실 리모델링, 

스마트폰 앱 개발, 대기열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 방문객을 위해 유람선 

경험을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Schoellkopf 부지는 뉴욕 전력 공사와 합의하여 

주립공원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NYPA는 이 부지를 소유하는데 이곳은 이 공사의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의 연방 면허를 받은 영역에 속합니다..  

전력 공사는 Niagara 프로젝트의 2007년 발행된 현재 운영 라이센스에 따라 Schoellkopf 부지의 

지정된 사용에 대한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FERC)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NYPA는 계획된 자본적 개선의 뉴욕주 환경 품질 평가법(New York State Environmental Quality 

Review Act)에 따라 분석을 위한 에이전시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것입니다. Maid of the Mist Corp.는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턴트를 채용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또한 FERC, U.S. Army Corps of 

Engineers,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및 미국 국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 등의 검토와 관련하여 지원되는 관련 분석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자본적 개선은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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