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피브 리버스 환경 교육 센터(FIVE RIVERS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의 신규 방문자 센터 개관 발표  

 

주지사, 여름 성수기 시즌에 맞춰 어드벤처 NY 이니셔티브(Adventure NY Initiative) 

발족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버니 카운티 델 마르에 위치한 피브 리버스 환경 

교육 센터(Five Rivers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의 새 방문자 센터가 

완공되었음을 발표하고, 뉴욕 주민과 주의 야외 관광지를 연결하도록 설계된 신규 

어드벤처 NY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였습니다. NY Works와 뉴욕주 환경보호기금(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이 890만 달러 규모의 신규 방문자 

센터는 대화형 디스플레이 및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이 피브 리버스 지역의 들판, 연못, 

숲, 조류 및 역사를 탐함하도록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세계적인 공원, 캠프장, 야외 휴양지의 

명소일뿐 아니라, 이 위대한 주 전역 구석구석에 비할 데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피브 리버스(Five Rivers)의 신규 시설과 어드벤처 NY 

이니셔티브(Adventure NY Initiative)는 뉴욕 주민들과 방문객 모두와 뛰어난 대자연을 

연결하고, 차세대 환경 지킴이의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FY 2018 State Budget)에 포함된 어드벤처 NY 

이니셔티브(Adventure NY Initiative)는 보다 많은 뉴욕 가정과 방문객들을 뛰어난 

대자연과 연결하는 다개년 야외 휴양 캠페인입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국유지 및 

수자원 접근성을 높이고, 캠프장을 복원 및 개선하며,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휴양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뉴욕주 야외 휴양 기회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기존 노력을 확대하는 5,000만 달러 기금이 포함됩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 14일 피브 리버스 환경 교육 센터(Five Rivers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는 4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비전과 

지원으로, 이 최첨단 방문자 센터는 피브 리버스(Five Rivers)로 신규 방문객 및 

재방문객을 끌어모아 야외 활동을 통해 자연과 만나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보다 많은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assage-fy-2018-state-budget


뉴욕주 가정과 방문객들을 뉴욕주의 뛰어난 대자연과 연결하는 다개년 야외 휴양 

캠페인인 어드벤처 NY(Adventure NY)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어드벤처 

NY(Adventure NY)에 따라, DEC는 캠핑장과 시설을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야외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RoAnn Destito 뉴욕주 일반서비스국 (New York State Office of General Services, 

NYS OG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늑대거북을 처음 만나는 어린이부터, 들새 

관찰 기록부에 또 다른 종을 추가하는 새 관찰 커플까지, 피브 리버스(Five Rivers)는 약 

50년 동안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경험의 현장이었습니다. 

OGS는, 신규 피브 리버스(Five Rivers) 방문자 센터 창설 시의 OGS 디자인 및 설계 팀의 

역할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뉴욕 주민과 관광객들이 뉴욕주가 선사하는 모든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Cuomo 주지사님의 노력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어드벤처 NY 이니셔티브(Adventure NY Initiative)를 통해, DEC는 전략적 투자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활동적인 야외 휴양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주민들을 자연 및 

야외 관광지와 연결하며, 뉴욕주의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향후 3년간, 청소년 캠프 및 환경 교육 센터 개선에서부터 

신규 보트 선착장, 오리 블라인드(duck blinds), 등산로에 이르기까지 75개 이상의 

프로젝트 완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DEC 환경 교육 센터는 어드벤처 NY(Adventure NY)의 목표를 강조하여 방문자들과 연중 

행사를 갖춘 야외 관광지를 연결합니다. 매년 70,000명의 방문객들이 공공, 학교 및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피브 리버스 센터(Five Rivers Center)를 방문하고 

10마일 길이의 산책로를 이용합니다. 신규 센터의 개장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일요일과 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어드벤처 NY 이니셔티브(Adventure NY Initiative)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센터의 친환경적 특성에는 친환경 건축 자재, 현장의 나무로 만든 목재, 친환경 

지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지열 냉난방 시스템, 조작형 창문 및 지붕 통풍구, 저유량 

화장실, LED 램프 및 동작 감지 기능, 빗물 수집 및 중수도(中水道) 용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규 센터는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적합한, 시각, 청각, 후각 및 촉각을 사용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시물 및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신체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전기 스쿠터를 장애인용 코스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 코스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신규 “프리덤 체어(freedom chair)”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기증된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코스용 점자, 큰 활자 인쇄물, 오디오 포맷 가이드를 대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dec.ny.gov/docs/administration_pdf/adventureny.pdf


Neil D. Bresli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델 마르에 위치한 890만 달러 규모의 

신규 피브 리버스 환경 센터(Five Rivers Environmental Center) 방문자 센터는 주민들이 

보다 더 야외 관광지를 이용하고 자연 환경에 커다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어드벤처 NY 이니셔티브(Adventure NY Initiative)를 통해 환경에 관해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Seggos 커미셔너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Patricia Fah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브 리버스 환경 교육 센터(Five Rivers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는 수십 년 동안 자연과 뉴욕주 자연 유산에 관해 

배우고자 노력해 온 주도 지역 가정에게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신규 방문자 센터가 

개관하고, ‘어드벤처 NY (Adventure NY)’ 이니셔티브가 시작됨어 따라 조류 관찰자, 

등산객 및 기타 모험가를 위한 랜드마크 시설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피브 리버스(Five 

Rivers)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Seggos 커미셔너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의 세계적인 야외 휴양 시설과 환경 교육 기회가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Daniel P. McCoy 올버니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세대에 걸쳐서 

피브 리버스(Five Rivers)는 환경 인식의 모델이 되어 대중이 훌륭한 대잔연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 신규 시설, 디스플레이 및 서식지는 주민들이 

환경 지킴이에 대해 배우고, 향후 피브 리버스(Five Rivers)의 교육적 사명을 강화하는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Kathy Sheehan 올버니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개선된 피브 리버스 환경 교육 

센터(Five Rivers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는 우리 지역에서 환영받는 

시설입니다. 어드벤처 NY (Adventure NY) 출범과 함께, 주민 및 관광객 모두 뉴욕주가 

선사하는 모든 야외 휴양 기회를 보다 더 즐길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 Seggos 

커미셔너님, Destito 커미셔너님의 비전과 리더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aggie Moehringer 피브 리버스 후원자들(Friends of Five River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로 피브 리버스 후원자들(Friends of Five Rivers)과 DEC의 협력 

4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교육자, 도슨트, 인턴 및 자원봉사자들이 협업하여 매년 수천 

명의 학생 및 성인에게 환경 교육 경험, 프로그램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실습 과학으로 

학생들은 피브 리버스(Five Rivers)의 하천, 숲 및 들판을 탐험하여 중요한 환경 개념을 

학습합니다. 이 직접 교육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보다 뛰어난 천연 자원 지킴이가 되도록 

돕습니다.” 

 

피브 리버스(Five Rivers) 신규 건물은 원래 올버니 주사무소 건물 캠퍼스 내 

카페테리아였던 기존 방문자 센터를 대체합니다. 야외 교실이 결합된 이 새 센터는 

Wendy Repass Suozzo Guided School Program 건물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자금 지원과, 피브 리버스 후원자들(Friends of Five Rivers) 및 자연 유산 

신탁(Natural Heritage Trust)과 협력하고 있는 Repass 가(家)의 지원을 받아 DEC 

직원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피브 리버스 센터(Five Rivers Center)는 자연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환경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DEC와 피브 리버스 

후원자들(Friends of Five Rivers)의 오랜 파트너십은 차세대 환경 리더를 격려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쇼케이스 역할을 해 온 민관 모델입니다. 1971년, 지역 

주민들은 1972년 환경 교육 센터 설립을 지원한 비영리 시민 지원 단체인 피브 리버스 

유한회사(Five Rivers Limited) 또는 피브 리버스 후원자들(Friends of Five Rivers)을 

설립하였습니다. 

 

약 500만 에이커 규모의 국유지를 소유한 DEC는, 캐츠킬 또는 애디론댁에서의 하이킹, 

공공 해변에서 수영하기, 자연 보호 구역에서 캠핑하기, 숲에서 사냥하기, 보트 타기, 

패들링 또는 아름다운 하천 및 호수에서 낚시하기 등,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선사합니다. 이 국유지 중 다수가 대규모 휴양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며, 뉴욕주의 

야외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7,500개의 호수, 연못 및 저수지, 

70,000여 마일에 이르는 강과 하천, 975평방마일의 바다를 자랑하며, 끝없는 수상 

야외활동 기회를 선사합니다. 국유지 및 이용 가능한 휴양지는 어린이, 성인에게 뛰어난 

대자연을 탐험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휴양 기회를 제공합니다.  

 

피브 리버스 환경 교육 센터(Five Rivers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는 56 Game 

Farm Road, 델 마르, NY 1205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어드벤처 NY(Adventure NY)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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