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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사라토가 스타 주립공원에 어린이 박물관 건축 시작 발표  

  

현대적인 시설로 ‘예술 공원’에서 젊은 가족을 위한 기회 증진 예정  

  

프로젝트로 역사적 랜드마크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예정  

  

선정된 프로젝트 조감도는 여기에서 확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사라토가 어린이 박물관을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Saratoga Spa State Park) 내 역사적 링컨 배쓰하우스(Lincoln Bathhouse)로 

개선 및 확장 이전하기 위한 310만 달러 규모의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설 이전으로 공간이 두 배로 확장되며, 모든 연령의 방문객을 위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의 식구가 되는 

세번째 박물관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행정부의 최우선순위 중 하나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자원으로 뉴욕주가 관광의 선두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며, 사라토가 

어린이 박물관은 이런 목표를 잘 보여줍니다.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은 이미 세계적인 

예술과 문화 모임, 공연, 야외 레크리에이션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어린이 박물관까지 더함으로써, 아이들이 양방향, 교육 활동을 통해 배우도록 돕는 

또하나의 가치있는 명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에 있는 기존 어린이 박물관은 매년 37,000명이 이용하는 현재 

8천 스퀘어피트 시설이 비좁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새 박물관은 링컨 배쓰하우스의 

16,000 스퀘어피트를 차지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4천 스퀘어피트의 실내 안뜰을 

포함하여, 새단장한 전시물을 위해 확장된 공간과 장애인 시설 기준을 전면 만족하는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이 310만 달러 프로젝트는 민간 기부자들의 후원금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Empire State Development) 기금 60만 달러를 지원 받았습니다. 건축은 

2022년 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신규 프로젝트는 박물관과 공원 내 이웃 기관들 간의 파트너십을 원할히 하여, 2,400 

에이커의 트레일, 냇물, 삼림에 손쉬운 접근을 통해 박물관의 자연 기반 교육 프로그램 

전통을 증진하고, 0-13세 아동을 위한 교육적 기회를 확대합니다. 더 넓어진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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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박물관이 더 많은 방문객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라토가 어린이 박물관 Sarah Smith 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물관을 링컨 

배쓰하우스로 이전하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몇 해 전, 이사회 회원이 링큰 

배쓰하우스로 이전을 검토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팬데믹은, 뮤지엄의 미래를 위해 

이런 도약을 하고 뉴욕 수도권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시간고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새 시설과 어린이 과학 및 테크놀로지 박물관과 결합은 어린이들을 

박물관과 교실, 커뮤니티 전반에서 체험 학습에 참여시키도록 해줄 것입니다."  

  

주립공원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멋진 문화 및 

교육적 자원입니다. 링컨 배쓰하우스로 이전함으로써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으로 가는 

관문에 위치한 이 역사적 구조물에 새로운 활동을 도입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어린이 

공원은, 원하는 레크리에이션, 휴식, 문화 경험을 한 곳에서 즐기려는 전세계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예술 공원’을 제공하기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연합체에 반가운 보탬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커미셔너 대행 및 회장 & CEO 지명자,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에 있는 사라토가 어린이 박물관의 미래 집은, 

주민과 방문자를 모두 환영하는 흥미로운 장소로 계속 남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하고 링컨 배쓰하우스로 이전함으로써, 박물관은 기존 공원 인프라를 

보완하고 더욱 많은 가족에게 흥미를 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Daphne Jord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토가 어린이 박물관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 교육, 레크리에이션 보석입니다. 이번 310만 달러 확장 

프로젝트는, 후한 민간 기부자들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의 중요한 60만 달러 기금 

지원을 받아서,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 내 역사적인 링컨 배쓰 하우스에 이전 및 개선, 

확장된 사라토가 어린이 박물관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사라토가 어린이 박물관은 32년 

간의 우수성과 독특한 체험 및 경험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과 놀이가 맞물려서 

진행되는 진정한 공간이자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사랑받는 커뮤니티의 보물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상력과 힘과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상상력은 세상을 둘러쌉니다.’ 사라토가 어린이 

박물관을 위한 확장 프로젝트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줌으로써, 아이들이 재능과 

창의력을 키워 세계를 감싸고 유익하게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준 Kathy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커미셔너 Erik 

Kulleseid에게 감사드립니다."  

  

Carrie Woerner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귀중한 장소의 역동적 사용을 위하여 

기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이 오래된 신축 건물과 주변 공원은 

아이들과 부모, 교사들에게 배우고 탐험할 수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린이들과 기관이 성장할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커뮤니티와 전 지역 

주민들이 이 역사적인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옵션을 넓혀줄 것입니다."  

  

1930년에 완공된 보아츠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링컨 배쓰하우스는 공원의 특색있는 

건축 양식의 주요 요소이며, 국가 유적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은 현재 매년 3백만 명의 방문자를 맞이합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라토가 공연 예술 센터(Saratoga Performing Arts Center), SPAC 

예술학교(SPAC School of the Arts), 국립무용박물관(National Museum of Dance), 

사라토가 자동차박물관(Saratoga Automobile Museum), 기드온 퍼트넘 리조트 & 

루즈벨트 배쓰 & 스파(Gideon Putnam Resort and Roosevelt Baths and Spa), 스파 

시티 파머스마켓(Spa City Farmer's Market) 이외에, 사라토가 주립공원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골프 코스, 클레이 테니스 

코트, 자연 교육 센터, 스파 리틀 씨어터, 카페와 레스토랑, 수 마일의 도보, 달리기, 

자전거 트레일, 국립 유적지 건축물과 다양한 생물 서식지 2,400 에이커가 여기 

포함됩니다.   

  

사라토가 어린이 박물관과 어린이 과학 및 테크놀로지 박물관이 서로 합쳐져서, 뉴욕 

수도권 전역의 어린이와 가족에게 혁신적인 체험 학습을 제공하는 데 100년의 경험을 

활용하게 됩니다.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유적지 보존 사무국은, 매년 7,80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250곳이 넘는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골프 코스, 선박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이들 레크리에이션 장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www.parks.ny.gov을 

방문하거나, NY 주립 공원 탐색 모바일 앱 무료 다운로드, 또는 전화 518.474.0456로 

확인하세요.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통해 소식을 접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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