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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허드슨 주립공원 산책로에 이스트 게이트 플라자 개장 발표

포킵시(Poughkeepsie) 게이트 바로 외부의 워싱턴 스트리트 계단 꼭대기에 있는 통로
크기를 두 배 이상 늘리는 프로젝트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주립 역사 공원(Walkway Over
the Hudson State Historic Park) 포킵시(Poughkeepsie) 입구 외곽에 2백만 달러
규모의 이스트 게이트 플라자를 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장된 모임 장소는 워싱턴
스트리트 계단 꼭대기에 있는 통로 크기를 두 배 이상 증가시키고 커뮤니티 행사에
이상적인 장소를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킵시(Poughkeepsie)에 새로 조성되는
이스트 게이트 플라자는 지역 상품을 선보이고 전체 워크웨이 방문객의 전반적인
경험을 높이는 훌륭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주립 역사
공원(Walkway Over The Hudson State Historic Park)의 놀라운 풍경은 계속해서
각지에서 개인과 가족들을 끌어 모으고 있으며 새로 조성되는 이스트 게이트 플라자는
허드슨 밸리를 관광지로 더욱 부각시킬 것입니다."
Brian A. Benjamin 부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주립
역사 공원(Walkway Over The Hudson State Historic Park)은 허드슨 밸리의 경치와
매혹적인 역사를 즐기기에 이상적인 여행지이며, 우리 행정부는 이 공원을 건전한
야외 활동과 재미있는 행사로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야외 레크리에이션은 우리 주의 중요한 경제적
원동력이며,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포킵시(Poughkeepsie)와 주변 지역사회에
장기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스트 게이트 플라자에는 워크웨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보행 공간, 간식, 음료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이벤트, 투어 및 특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청각
시설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부는 주립공원들이 비영리 단체인 Open Space
Institute의 지원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프로젝트입니다.

주립공원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크웨이의 이러한 개선
프로젝트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장소를 탐험하도록 격려할 것이고 공원
및 주변 지역사회와 더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프렌즈(Walkway Over the Hudson Friends)의 실무
책임자인 Elizabeth Waldste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문객들에게 개선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의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또 다른 단계인 새로운 이스트
게이트 플라자를 기념하기 위해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새로운 플라자와 프렌즈 샵은 워크웨이 홍보대사들이 연간 60만 명의
고객들을 만나 인사하고 알릴 수 있는 환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Sue Seri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주립 역사
공원(Walkway Over The Hudson State Historic Park)은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오랫동안 주요 명소였습으며, 이러한 개선 프로젝트로 덕분에 워크웨이는 더 큰
규모의 커뮤니티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웃들이 함께 모여 허드슨 밸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리며, 새로운 공간이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기 위해 사용될 모든 독특한 방법을 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Michelle Hinche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Walkway
Over The Hudson)은 뉴욕 전역과 그 너머에서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문화, 경제, 그리고 역사적인 여행지입니다.
워크웨이를 더욱 선보이고, 지역 기업을 지원하며, 더욱 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이 새로운 광장에 대한 투자 확대와 개방에
감격스럽습니다. 워크웨이는 우리 지역의 경제 엔진이며 이러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는 이러한 사명을 강화하고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공간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Jonathan Jacobs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크웨이의 핵심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하원의원으로서, 저는 새로운 이스트 게이트 플라자가 개장되어 기쁩니다.
이 확장된 입구 지역 덕분에 포킵시(Poughkeepsie) 시 주민들과 경관을 감상하고
미드 허드슨 지역을 탐험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는 수천 명의 방문객 모두에게
워크웨이가 더욱 환영할 만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Robert Rolison 포킵시(Poughkeepsie)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Walkway Over The Hudson)은 포킵시(Poughkeepsie) 시의 촉매제가 되어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고 주민들에게 허드슨 강을 가로지르는 웅장하고 멋진
공원을 제공했습니다. 이스트 게이트 플라자의 개장은 이 장엄한 공원을 도시 인근과
연결시켜주는 또 하나의 개선점이며,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Walkway Over The

Hudson)이 계속해서 도시의 보석이자 주요 자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에서
지속적으로 해 온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두체스(Dutchess) 카운티 행정관 Marc Molinar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원은
가족과 친구들이 안전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놀라운 자원이며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주립 역사 공원(Walkway Over The Hudson State Historic Park)도 예외는
아닙니다. 워크웨이는 우리 지역을 특별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부분으로 전 세계
관광객과 방문객들을 유치하며, 새로운 이스트 게이트 플라자는 지역사회가 행사를
주최하고 안전하게 함께 모일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 놀라운
자산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얼스터(Ulster) 카운티의 행정관인 Pat Ry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9년 개장 이래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주립 역사 공원(Walkway Over The Hudson State Historic
Park)은 얼스터(Ulster) 카운티와 하이랜드(Highland) 지역사회로 더 많은 사람들과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워크웨이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는 이러한 활동을
자극할 뿐이며, 얼스터(Ulster) 카운티는 허드슨 밸리의 최고 관광 명소 중 하나에 대한
주의 강력한 헌신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로이드(Lloyd) 타운의 Frederick Pizutto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워크웨이의 반대편에 있는 포킵시(Poughkeepsie)와 훌륭한 협업을 통해 행사를
조율하여 방문객들이 허드슨 밸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지역 전체에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워크웨이로 연결되는 타운의 허드슨 밸리 레일 트레일은 하이킹,
자전거, 승마, 인라인 스케이트, 크로스 컨트리 스키, 스노우슈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이랜드(Highland) 지역사회에 이 같은 영향을 끼쳤던 워크웨이가 이스트 게이트
플라자까지 더해져 더욱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됩니다."
Open Space Institute의 공원 및 관리 부소장인 Peter Ka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pen Space Institute는 워크웨이 공간을 확장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새로운 이스트
게이트 플라자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립공원, 워크웨이 프렌즈 그룹, 그리고 공원과 개방된 공간을 대중이 더 환영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헌신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이 프로젝트의 추가적인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개를 위해 지붕에서 수조로 빗물 수거.
• 폭풍수 유출을 줄이기 위한 투과성/포장성 포장 재 사용.
• 1880년대 다리의 원래 건설에서 붕괴된 옹벽 교체.
• 난간 시스템에 과거 교량 기둥을 재사용.
• 에너지 효율: 난방 및 냉방, 조명용 열 펌프.
• 자전거 거치대
• 추가 좌석 설치
• 조경

2백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주립공원 자본 기금, 환경 보호 기금, 프렌즈 오브
워크웨이의 지원을 통해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고가 보행자 다리인 1.28마일의 철교 구간은 허드슨 계곡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매년 약 60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방치된 후 2009년 공원이 문을 연 이래 6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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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립공원블로그를 통해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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