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5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야외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뉴욕주립공원과 

TENTRR 간의 파트너십을 발표  

  

주립공원에서 쉽고 편안한 캠핑 경험을 제공하는 시설이 완비된 45개의 새로운 사이트  

  

이제 올여름 시즌 허드슨 밸리 사이트 예약이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허드슨 밸리(Hudson Valley)에 있는 네 개의 

주립공원(State Parks)에 45개의 새로운 사이트와 새로운 텐트 캠핑 서비스를 위한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Tentrr의 시설이 완비된 캠핑장은 오렌지, 록랜드 

카운티에 있는 해리먼 주립공원(Harriman State Park)의 세바고(Sebago) 및 실버 

마인(Silver Mine) 지역, 컬럼비아 카운티(Columbia County)의 타코닉 주립공원(Taconic 

State Park) 및 레이크 타카닉 주립공원(Lake Taghkanic State Park), 더치스 

카운티(Dutchess County)의 밀스 노리 주립공원(Mills-Norrie State Park)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텐트, 수면 시설 및 각 부지에서 캠핑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제공합니다. 모든 

물품은 추가 편의를 위해 도착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Tentrr 직원이 현장을 

관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공원에서 캠핑하는 것은 친구, 가족과 함께 

멋진 야외 활동을 탐험하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뉴욕의 멋진 야외 

활동을 즐기고, 관광 경제를 강화하며, 사람들이 뉴욕주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흥미로운 명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히 어려웠던 한 해 동안, 주립공원은 

집을 벗어나 활발히 활동하며 뉴욕의 천연 보석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캠핑 사이트는 건강한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지역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고 재미있는 방법을 고안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모든 장소에는 높이가 있는 바닥 위에 10x12 피트의 캔버스 벽으로 된 텐트가 있습니다. 각 

캠핑장 사이트에는 퀸 사이즈 침대와 메모리폼 매트리스, 프로판 난방, 태양열로 작동되는 "태양" 

샤워기, 캠프 화장실, 물 용기, 애디론댁 의자, 파이어핏, 그릴, 보관 공간과 벤치가 있는 피크닉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a6559b9f-f9cea2a5-a65762aa-ac1f6b44fec6-0d5aec4d925717b1&q=1&e=35d09f7f-eaa4-47ac-a207-b30d5750c8c7&u=http%3A%2F%2Ftentrr.com%2Fnysp#_blank


 

 

투숙객은 싱글, 더블, 트리플 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싱글의 경우 최대 

6명까지 투숙할 수 있습니다(메인 텐트에 두 명, 제공된 팝업 텐트에 네 명). 더블 사이트, 

또는 친구 사이트에는 최대 12명(두 개의 메인 텐트에 각 두 명, 두 개의 팝업 텐트에 각 

네 명)이 투숙 가능하며 트리플은 그룹 캠핑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립공원 커미셔너 Erik Kullese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entrr와의 파트너십은 새로운 

방문객에게 다가가고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의 야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여름에 시작하여 사람들과 허드슨 밸리의 다양한 야외 활동을 연결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모두가 주립공원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비나 지식을 갖춘 것은 아니며, 

이 파트너십은 더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이 정통의 야외 경험을 소개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Tentrr 마케팅 담당 부사장인 Todd Ki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에 기반을 둔 

회사로서, 지역 전역의 놀라운 공원 시스템을 지원하는 뉴욕주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Tentrr를 통해 뉴욕과 국외 방문객 모두가 뉴욕주가 제공하는 놀라운 

천연자원과 공원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Tentrr는 주의 광활하고 감동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놀라운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뉴욕주 관광청의 Ross D. Levi 관광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핑은 뉴욕주의 멋진 

야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며, 이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뉴욕의 주립공원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I LOVE NY는 주 전역에서 주민과 

방문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캠핑 서비스의 일환으로 모든 시설이 갖춰진 이 

사이트 이용을 홍보하기를 기대합니다."  

  

Mike Martucci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방문객들의 긍정적인 영향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동안 그들을 놓쳐왔습니다. 관광 산업은 

판매, 고용, 세수를 통해 가구, 기업, 정부에 상당한 이익을 창출합니다. 여행 부문은 우리 

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회복의 핵심 동력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해리먼 

주립공원(Harriman State Park) 등 가장 아름다운 주립공원이 있으며, 뉴욕시 바로 

외곽에 위치해 편리합니다. 뉴욕주와 Tentrr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허드슨 밸리로 관광 

수익을 다시 가져오고, 새로운 방문객들에게 우리 지역과 레크리에이션 명소를 

소개하며, 역사적인 주립공원 환경을 보존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단합된 노력에 대한 모든 면에 박수를 보냅니다."  

  

James Skoufis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밸리 공원은 지역 

주민들에게만 중요한 레크리에이션 자원이 아니며, 저희 지역을 위한 주 관광 

자원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방문객들이 우리 공원과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번 여름에 오렌지와 록랜드 지역사회에서 그 관광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Karl Brabenec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먼 주립공원의 세바고와 실버 마인 

지역에 멋진 새로운 야영장을 만드는 파트너십에 대해 듣게 되어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노력한 분들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 이 

새로운 사이트가 자랑하는 새로운 야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모두 야외에서 올여름 추억을 만들어 보십시오."  

  
Mike Lawler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해리먼 주립공원에 Tentrr 파트너십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공공-

민간 파트너십은 록랜드 카운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이 우리 주립공원을 

탐험할 기회를 확대할 Tentrr와의 혁신적인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해 뉴욕주 공원청(NYS 

Parks)에 박수를 보냅니다. 야외활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캠핑 경험의 시작이 필요한 

장비에 대한 고민 등으로 어렵게 느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에 투자하기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델은 그러한 모든 부담을 없애고, 시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많은 사람에게 캠핑에 대한 접근을 손쉽게 해줍니다. 뉴욕 주민들이 야외로 나가 우리의 

아름다운 주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은 Kulleseid 커미셔너와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Colin J. Schmitt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밸리 주립공원은 공공의 

보물입니다. 캠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이 새로운 혁신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현지 

가족 및 방문자 모두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뉴욕의 야외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허드슨 

밸리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탐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완벽한 방법이며,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공원을 위한 새로운 자금 흐름을 만들고, 확대된 관광 기회를 제공합니다."  

  

Ken Zebrowski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주립공원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줄 Tentrr와의 혁신적인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해 뉴욕주 공원청에 박수를 보냅니다. 

야외활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캠핑 경험의 시작이 필요한 장비에 대한 고민 등으로 

어렵게 느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에 투자하기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델은 그러한 모든 부담을 없애고, 시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많은 사람에게 

캠핑에 대한 접근을 손쉽게 해줍니다. 뉴욕 주민들이 야외로 나가 우리의 아름다운 주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은 Kulleseid 커미셔너와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예약은 5월 4일부터 가능하고, 야영장은 5월 10일에 오픈되며 1박에 135 달러입니다. 

판매액의 일부는 뉴욕 주립공원의 유지 보수 및 관리로 사용됩니다.  

예약은 다음의 링크 tentrr.com/nysp에서 가능합니다. 6개월 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Tentrr의 사이트에서는 자연적으로 사회적 거리가 지켜지며, 또한 Tentrr는 사이트의 

유지 관리 및 위생에 대한 주정부 지침을 준수합니다. Tentrr는 계속해서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높은 등급의 세균제로 닦을 것이며, 고객들이 권장되는 코로나19 

지침과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Tentrr의 코로나19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Tentrr와의 파트너십은 Cuomo 주지사의 뉴욕 파크 100 이니셔티브(NY Parks 100 

initiative)의 일환으로, 향후 4년 동안 최소 4억 4천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주립공원 

환경에 투자하고 확장하려는 역사적 노력을 새로이 합니다. 이 중요한 활성화 기간은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4aea201-4b359b3e-14ac5b34-000babda0031-8bbb948fd76828c9&q=1&e=35611fda-04b6-4ac1-8464-6a8c823276be&u=http%3A%2F%2Ftentrr.com%2Fnysp#_blan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c41ea20e-9b859b6c-c41c5b3b-000babd9069e-d2a10def8a128863&q=1&e=c6e13154-c496-44d8-a61e-62e3404164a8&u=https%3A%2F%2Fwww.tentrr.com%2Fcovid%23gs.1020kyg#_blank


 

 

1924년 처음으로 Al Smith 주지사가 국가 최고의 주립 공원 시스템을 만든 이래 2024년 

주립 공원법 100주년 기념행사로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뉴욕 공원 100은 공원 인프라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계속하면서 현지 공원과 산책로, 지역 대표 공원과 유적지, 광활한 

야생 공원 등 뉴욕주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지역 내 재창조 공간을 만들고, 과밀한 공원들을 완화하고, 

새로운 방문객을 환영하며, 뉴욕주의 환경 및 역사적 유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계획을 통해 모든 지역사회와 모든 연령대와 능력의 사람들이 

우리의 야외 활동, 문화 및 유산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Tentrr 정보:  

추억은 야외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시멜로 로스팅 냄새, 야간 폭포 소리 또는 귀뚜라미 

소리, 차가운 강에서의 수영, 송어 낚시로 평생의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완비된 야영장에는 캔버스 벽으로 세워진 텐트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침대, 별을 

볼 수 있는 애디론댁 의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하루를 즐기거나 자연을 새로이 

발견하는 동안 따뜻하게 해줄 파이어핏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야외에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캠핑을 쉽게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서, Tentrr는 캠핑을 즐기기에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entrr.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립공원 정보: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250곳이 넘는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산책로, 골프 코스,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2020년에 이곳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사상 최고 수준인 

7,800만 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장소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518-474-0456번으로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www.parks.ny.gov를 방문하십시오. 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주립공원 블로그를 통해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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