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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2021년 뉴욕 주립 야영장에서 기록적인 숙박 횟수를 기록했다고
발표

2021년 주립공원 야영장의 하룻밤 숙박, 이전 2019년 기록보다 15% 상승
2021년 DEC 야영장은 하룻밤 동안 이전 2016년 기록보다 10% 이상 상승
야영장, 오두막집, 통나무집 및 유르트, 거의 1,200박 사용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와 뉴욕주 환경보전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가 운영하는 야영장의 하룻밤 예약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저렴한 레크리에이션을 수용함에
따라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콜럼버스의 날(Columbus Day)을 통해 주립 공원 캠프장의 야영장, 오두막집,
통나무집, 유르트가 787,103박 동안 사용되었고, 이는 이전 2019년도 수치인
684,820박을 15퍼센트나 초과했습니다. DEC 야영장은 394,401박으로 2016년 이전
기록인 354,521박을 10% 이상 초과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팬데믹이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바람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캠핑장은 저렴하고 깨끗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뉴욕 관광 경제에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제 행정부는 뉴욕이 캠핑족들에게 최고의 목적지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NY Parks 2020 자본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주 전역에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립공원 야영장에서의 총 하룻밤 숙박이 거의 45% 증가했습니다.
주립공원은 68개의 주립공원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8,179개의 야영장, 825개의
오두막, 18개의 유르트와 136개의 풀서비스 오두막과 전력, 주방, 욕실, 침대, 거실,
야외 거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다시 한번 주립공원에 신뢰를 보내 주신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강한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으며, 사람들은 분명히 NY Parks 2020
이니셔티브에 따라 이루어진 많은 개선 사항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여러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전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DEC는 섬 캠핑, 텐트 및 트레일러 캠핑, 보트 진수 시설, 하이킹 코스, 해변 및 피크닉
테이블과 그릴이 있는 주간 사용 지역 등 다양한 방문객 경험을 제공하는
애디론댁(Adirondack)과 캣츠킬(Catskill) 숲 보존지에 52개 야영지와 5개의 주간 이용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핑 시즌은 여름철 내내 이어지며, 일부 시설은 단풍과
사냥철에도 개장됩니다. Adventure NY및 다른 이니셔티브에 따라, DEC는2021년
여러 시즌에 걸쳐새로운 샤워 및 쾌적한 스테이션, 전력 및 수도 시스템, 프론티어
타운 캠프장의 승마 전용 개선을 제공하기 위해 DEC 캠핑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DEC 커미셔너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하게 밖으로 나가기를 열망했을 때, 그들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뉴욕주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캠핑장
목적지의 본고장입니다. 저는 올해 기록적인 방문객 수에 고무되어 뉴욕의 애디론댁과
캣츠킬 공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뉴욕주는 캠핑족들을 위한 새로운 충성도/보상(Loyalty/Reward) 프로그램을
시작했는 데 이 프로그램은 그들이 주립 공원과 환경 보존부를 위한 모든 주 소유 및
운영 야영장에서 하룻밤 숙박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1달러당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지금까지 55,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록했습니다. 캠핑 참가자들은 등록하자마자
새로운 야영지 예약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등록 방법은 https://bit.ly/3Ek7H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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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야영장은 코로나 제한조치로 인해 4월, 5월, 6월 초에 문을 닫았습니다.
** 10월 27일까지 접수된 예약이 12월까지 대기 중입니다.
Jose Serrano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뉴욕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전하고 저렴한 휴양 옵션을 찾으면서 우리
주의 야영지를 발견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야영지 보호구역의 기록적인
성장은 우리가 뉴욕의 놀라운 자연미와 야외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더 많은 지역사회와 공원을 성공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위대한 주의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헌신해 주신 Hochul 주지사, Kulleseid 커미셔너, Seggos 커미셔너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Steve Englebrigh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고, 뉴욕주의
광범위한 주립 공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여러 주립공원 중 한 곳을 방문하거나 하룻밤 야영지에서 캠핑하는 것만큼
삶의 중심을 잡기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공원 시스템에 대한 뉴욕주의 투자는
적절히 투입되고 있으며 주립 공원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입니다."

Daniel O'Donne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관광예술공원체육발전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Tourism, Arts, Parks, and
Sports Development) 위원장으로서, 우리 공원의 캠핑 참여율이 매우 높아진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뉴욕에는 180개 이상의 공원과 35개의 유적지가 있는
본고장이며, 각 유적지는 지역사회 개발, 경제 성장 그리고 개인의 건강에 기여합니다.
증대된 캠핑장 이용 고객은 또한 공원은 뉴욕의 필수적인 풍경이라는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Hochul 주지사 산하에 공원 챔피언을 둔
것에 감사드리며,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공원 시설을 접할 수 있도록 동료들과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야영장은 온라인 및 전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ReserveAmerica를 이용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야영장 및 오두막집 사전 예약은 도착 예정일로부터 9개월에서 하루
전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무료 전화(1-800-456-CAMP)를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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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주립공원블로그를 통해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 안전을 개선하고 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즉, 주립공원 방문객들이 책임 있는
레크리에이션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DEC는 올 봄 'Love Our New York Lands'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과 그 이전 10년 동안
점점 더 많은 뉴욕시민과 다른 주 및 국가의 방문자가 뉴욕의 자연미를 발견함에 따라
주정부를 방문하는 방문자 수의 꾸준한 증가에 대한 대응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추가
정보는 Love Our New York Lands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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