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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1년 여름 무료 "온더 캐널" 여행 프로그램 출시 발표  

  

운하 재구상 이니셔티브를 통해 후원되는 무료 레크레이션 활동  

  

뉴욕 주민은 새로운 웹사이트에서 여름 여행 계획을 도움받을 수 있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및 

운하관리공사(Canal Corporation)의 "온 더 캐널(On the Canals)" 무료 레크레이션 여행 

프로그램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운하 시스템과 인근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에서 야외 활동을 즐길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운하 재구상(Reimagine the Canals)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온더 캐널" 

여행은 2021년 여름에 메디나, 메이스던, 워털루, 사바나 및 암스테르담의 5개의 운하 

지역사회에서 6가지의 무료 야외 여행을 조명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포괄적인 

마케팅 노력을 통해 지역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홍보하며 운하 시스템을 따라 빌리지, 

타운 및 도시에 대한 방문을 늘립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계속 재개되고 뉴욕 주민이 우리 주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기 위해 밖에 나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주를 

탐험할 무료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운하 재구상 이니셔티브의 

일환인 '온 더 캐널' 여행 프로그램은 운하 시스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민과 

방문객을 카약, 자전거 및 낚시를 하도록 유서 깊은 수로로 초대합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이 나와서 우리 주 운하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기념하고 지역 운하 지역사회와 

경제를 지원하도록 격려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운하(Erie Canal) 근처에 사는 

업스테이트 뉴욕 주민이며 운하 지역사회를 자주 방문하는 저는 이리 운하가 지역 

기업의 경제 활동을 생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무료 "온 더 캐널"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뉴욕 주민들이 처음으로 이리 운하를 

경험할 수 있으며 운하를 따라 많은 매력적인 지역사회를 방문하고 지역 비즈니스에 

관광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것을 탐구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운하 시스템에서 카약 타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에서 사이클링하기를 포함한 

작년의 성공적인 "뉴욕 운하 스테이케이션(NY Canal Staycations)"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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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올해의 "온 더 캐널" 여행은 조류 관찰 투어, 하이드로바이킹, 낚시 등 다양한 

활동 유형을 확대할 것입니다. "온 더 캐널" 장소 및 여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메디나에서 카약과 하이드로바이크를 타고 운하 크루즈: 메디나 운하 

유역(Medina Canal Basin)의 이리 운하에서 무료 가이드 카약 및 하이드로바이크 

투어  

• 메디나 폴스(Medina Falls)의 낚시 및 카약: 글렌우드 레이크(Glenwood 

Lake)에서 메디나 폴스와 유서 깊은 수로를 관광하는 가이드 낚시 여행  

• 오프로드, 수상: 팔미라-메이스던의 자전거 및 카약: 이리 운하에서의 패들링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을 따른 페달링  

• 핑거 레이크스 와인 컨트리에서 자전거 타기 및 보트 타기: 카유가-세네카 

트레일과 카유가-세네카 운하를 경유하는 자전거와 수상 택시  

• 몬테주마 습지: 대머리 독수리 탐색: 몬테주마 습지에서 카약을 타고 가이드와 

함께 조류 관찰 투어  

• 록 여행: 암스테르담에서 즐기는 카약 및 바이크 모험: 포트 잭슨(Port Jackson)과 

유서 깊은 양키 힐 록(Yankee Hill Lock) 간 여행  

  

뉴욕 전력청 이사회 의장 John R. Koelm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운하 재구상 이니셔티브가 시작된 이래 뉴욕 전력청은 유명한 수로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이리 운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온 더 캐널'은 운하 지역사회와 방문객들이 주를 다시 여행하도록 환영하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며, 업스테이트 뉴욕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Gil C. Quiniones 뉴욕주 전력청 청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를 위해 뉴욕을 재개하고 운하 재구상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룬 놀라운 투자를 

계속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함께 묶는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리더십과 뉴욕 운하 시스템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재구상 프로그램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운하의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후대를 위한 경제 활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운하관리공사의 Brian U. Stratton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온 더 캐널' 

여행 프로그램은 뉴욕 운하 시스템을 위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용도이며, 여행객들이 

실제로 탐험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풍부한 역사를 지닌 

아름다운 물과 길을 방문하고 경험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에게 

획기적인 재구상 운하 프로그램을 통해 운하에 계속 투자한 것에 감사드리며, 다른 

재구상 투자와 결합된 이 여행은 다시 한 번 뉴욕의 운하를 경제 성장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힘으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여름에 제공되는 무료 "온 더 캐널" 여행 외에도 뉴욕주 운하 시스템은 5월에 

197번째 시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리, 챔플레인, 오스위고, 카유가-세네카 운하의 모든 

록 및 리프트 교량은 10월 13일 수요일까지 운영됩니다. 록 시간과 위치 정보를 찾는 



 

 

보트 여행자들은 운하관리공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운하 시스템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는 "선원 통지(Notice to Mariners)" 알림 프로그램을 통해 

업데이트를 받도록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하 재구상 이니셔티브를 통해 Cuomo 주지사와 뉴욕 전력청은 이리 운하 종주 지형을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지로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제 발전과 운하 지역사회의 

회복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동안 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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