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4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챔플레인 운하에서 독특한 글램핑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현재 

예약할 수 있다고 발표  

  

운하 재구상 이니셔티브를 통해 마련된 기회로 관광 장려 및 지역 경제 지원  

  

글램핑장 예약은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챔플레인 운하(Champlain Canal)에서 독특한 글램핑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현재 예약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회는 뉴욕주의 

유서 깊은 허드슨 밸리 상부 지역으로 방문객을 유치하여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 단계에 있는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운하 

재구상(Reimagine the Canals)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 기반의 아웃도어 여행 회사인 

캠프 락커웨이(Camp Rockaway)가 슈일러빌 챔블레인 운하의 록 C-5(Lock C-5)에 

위치한 부지를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주말부터 9월 8일까지 운영하며, 해당 

기간은 10월 초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글램핑장에서는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운하 지역 중 한 곳의 광활한 역사와 목가적인 풍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곳의 운하 강변에서 고급스러운 캠핑을 즐기면서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운하 지역 중 한 곳의 광활한 풍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캠핑장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운하 주변의 

활기차고 풍부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캠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운하 재구상 프로그램의 전체의 미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뉴욕주 

운하를 따라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공간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뉴욕 주민 및 

방문자 모두에게 우리 뉴욕주가 가진 최고의 경관을 선보일 것이며 운하 시스템의 

풍부한 역사를 보존하면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는 지역 경제를 촉진할 것입니다."  

  

개인과 가족은 사파리 스타일의 프리 피치 텐트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각 객실에는 

메모리폼 매트리스, 태양을 활용한 사이드 테이블, 베개, 린넨, 여분 담요, 수건, 청소 

용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캠프장에는 캠프파이어, 피크닉 앤 그릴 공간, 

해먹, 상점, 휴대폰 충전소, 욕실 및 샤워 시설, 콘홀 등 게임 시설 등이 마련된어 

있습니다.  

  

챔플레인 운하와 허드슨 리버를 따라 위치한 글램핑장은 록 C-5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과 인접하며, 인근 허드슨 크로싱 파크(Hudson Cro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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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및 다운타운 슈일러빌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캠퍼들은 하이킹, 자전거, 

카약, 카누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콜드웰 벨(Caldwell 

Belle)에서 크루즈를 즐기거나 또는 인근 사라토가 국립 역사 공원(Saratoga National 

Historical Park)에 방문하는 등 기타 다양한 식사, 쇼핑,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청장 겸 최고 경영자인 Gil C. 

Quini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프 록웨이는 가족, 단체 및 커플에게 챔플레인 

운하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운하의 역사적인 영향력을 보존하고 

기념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자연을 안전하게 즐기면서, 운하 지역사회의 경제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Cuomo 주지사의 운하 재구상 비전 덕분입니다. 운하를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로 변화시키면서 뉴욕주의 가장 놀라운 자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욱 탄력적인 뉴욕주 건설을 지원합니다."  

  

뉴욕주 운하관리공사(New York State Canal Corporation)의 Brian U. Stratton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글램핑장은 Cuomo 주지사의 운하 재구상 

프로그램이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긍적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역사를 보존하면서 운하의 인프라와 개성을 미래의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글램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전하게 준수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즐기는 한편 관광산업을 통해 슈일러빌 지역 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슈일러빌 상공 회의소(Schuylerville Chamber of Commerce)의 Dave Robert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일러빌 빌리지에서 불과 1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글램핑장은 

모험과 오락, 우리의 독특한 지역사회와 캠퍼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할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한 해를 보낸 지금, 우리는 가족과 친구, 커플, 솔로 

여행자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맞이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허드슨 크로싱 공원(Hudson Crossing Park)의 Kate Morse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 년 동안, 저는 가족들과 함께 허드슨 크로싱 공원을 즐겨 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놀이터를 이용했고, 허드슨 리버의 놀라운 풍경을 즐기며 카약을 

타키도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근처에 이토록 엄청난 곳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 새로운 글램핑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수준의 기쁨과 

즐길거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 매우 기쁩니다."  

  

캠프 로커웨이(Camp Rockaway)의 Kent John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력청 

및 운하관리공사과 협력하여 업스테이트 뉴욕에 글램핑을 도입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운하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이번 여름 시즌에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법으로 

집에서 그리고 야외로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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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nps.gov_sara_index.htm&d=DwMF-g&c=7ytEQYGYryRPQxlWLDrn2g&r=BPbb8pwi4PwNzbfIa5i71LkJBS4nRNmlzfkbSKap9qg&m=jQ6nTNJtH_wLjmFGE2zvcf6Gdz7R5Sslbhp7ywqay7w&s=HQnJPX6SLNihbLbAycWL0T2Rgg2nuc1M6VVYX7Z5uRY&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nps.gov_sara_index.htm&d=DwMF-g&c=7ytEQYGYryRPQxlWLDrn2g&r=BPbb8pwi4PwNzbfIa5i71LkJBS4nRNmlzfkbSKap9qg&m=jQ6nTNJtH_wLjmFGE2zvcf6Gdz7R5Sslbhp7ywqay7w&s=HQnJPX6SLNihbLbAycWL0T2Rgg2nuc1M6VVYX7Z5uRY&e=


 

 

이 새로운 글램핑 체험은 Cuomo 주지사가 3억 달러 규모의 운하 재구상  이니셔티브를 

통해 도입한 가장 최근의 혁신적 조치입니다. 운하 통행로를 관광 및 휴양지로 

활성화시키면서 운하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 및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운하 통행로를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지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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