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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허드슨 밸리 파네스톡 주립공원의 타코닉 옥외 교육 센터의 620만 

달러 규모의 현대화 공사 발표  

  

1970년대 시설로 학생, 청소년, 스카우트 등에게 환경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공사 진행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년간 62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파네스톡 주립공원(Fahnestock State Park) 타코닉 옥외 교육 센터(Taconic Outdoor 

Education Center, TOEC)의 재개장을 발표했습니다. 퍼트넘 카운티 콜드 스프링스에 

위치한 센터에는 하이랜드 로지(Highland Lodge),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캐빈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캐빈에서 참가자들은 자연과 함께 숙박할 수 있으며, 학생, 대학생, 

청소년 단체, 스카우트 단체 등에 연중 환경 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에 새롭게 교육 

파빌리온이 추가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네스톡 주립공원의 교육 센터에서 진행한 

620만 달러 규모의 현대화 공사를 통해 학생과 주민 모두 새로운 관점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완공과 함께 시설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공원 

방문객에게 개선된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소중한 자연에 대해 배우고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의 핵심 자산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곳은 1970년대 지어진 인기 시설이지만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습니다. 공립 및 

사립학교, 전문대 및 대학교, 시민 단체 기관, 기업 등 노스이스트 전역의 기관에서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환경 교육, 보존 캠프, 팀빌딩 로프 코스, 

스카우트 배지 프로그램, 가족 자연 행사, 메이플 설탕 만들기, 현장 학습, 비즈니스 미팅 

등이 있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또한 학교를 방문하여 환경에 대한 교실 수업도 

진행합니다.  

  

뉴욕 웍스(NY Works)가 뉴욕주 공원 위원회(State Council of Parks) Lucy Rockefeller 

Waletzky 대표의 기부를 받아 리노베이션 자금을 지원했고, 새로운 옥외 교육 

파빌리온을 건설할 수있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lickr.com%2Fphotos%2Fnysparks%2Falbums%2F72157720077558151&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0ee5d73b29114b503c3708d9a3b10b1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080380395611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B%2FDLIQbaC8UtyMuzfivf8mDyF9ZIc%2BcKGnXjEoPzd1M%3D&reserved=0


타코닉 옥외 교육 센터(Taconic Outdoor Education Center, TOEC)는 2019년 여름 

리노베이션을 위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67,000명 이상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롭게 리노베이션을 마친 

센터는 이제 미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즐거우면서도 교육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곳은 많은 어린이들이 

자연과 환경을 체험하고 환경 보존이라는 평생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숙박이 가능한 캐빈, 지속가능한 건설, 팀 빌딩 등 시설 업그레이드는 센터가 향후 오랜 

기간 동안 대중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Lucy Rockefeller Waletzky 뉴욕주 공원 위원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방문객들이 허드슨 밸리의 환경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파빌리온 건설을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교육 센터 재개발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Seri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 교육은 천연 자원 보존에 중요합니다. 

천연 자원은 허드슨 밸리가 주민과 노동자를 유치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 공사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앞으로 

오랫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리노베이션을 

실현시켜주신 주립공원에 감사를 전합니다."  

  

John Stowell TOEC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원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더불어, TOEC 직원은 연중 방문객들에게 긍정적인 야외 경험을 제공하여 향후 추가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코닉 옥외 교육 센터는 연중 운영합니다. 예약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번 프로젝트의 건설 관리사는 더 리로 그룹(The LiRo Group)이며 전반적인 건설은 

플레전트 밸리에 위치한 메이어 컨트랙팅 코포레이션(Meyer Contracting Corp)가 

맡았습니다. 전기 부문은 크로톤 온 허드슨의 에프에이 버체타 컴퍼니(FA Burchetta 

Company), 기계 및 하수 부문은 플레전트 밸리의 에스 앤 오 컨스트럭션 서비스(S&O 

Construction Services)가 담당했습니다. 전시 하청업체는 아가일의 에이디케이 

스튜디오(ADK Studios)이며, 디자인 컨설팅은 올버니의 스탄텍 컨설팅(Stantec 

Consulting)이 맡았습니다. 야외 디자인 컨설턴트는 글렌 폴스의 에이제이에이 아키텍쳐 

앤 플래닝(AJA Architecture and Planning)입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2020년에 7,8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한 

250개가 넘는 개인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립 공원 및 방문객들은 생산 및 판매액으로 50억 달러, 

민간 부문 일자리 54,000개, 28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뉴욕주 총생산(GDP)에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arks.ny.gov%2Fdocuments%2Fenvironment%2Fnature-centers%2FTaconicOutdoorEducationCenterTOECBrochure.pd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0ee5d73b29114b503c3708d9a3b10b1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080380396606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7z3VZXM3ig7IL0%2B5uEZigmW6WjTdJQ2Aq6pG31nFtLg%3D&reserved=0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여가 장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parks.ny.gov를 

방문하거나 무료로 뉴욕 주립공원 탐색(NY State Parks Explorer)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518.474.0456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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