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2월 1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주립공원, 유적지, 야생동물 지역 및 공공 토지에서 첫날 하이킹을 

야외에서 하도록 뉴욕 시민 초대  

  

11회 연례 행사, 뉴욕 시민에게 1월 1일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75개 

이상의 하이킹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시민들에게 이번 연휴 시즌에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2022년 1월 1일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역의 주립공원, 유적지, 야생동물 지역, 산책로, 

공공 토지 등에서 새해를 자축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제공되는 다양한 등산로에 대한 

예로는 바다표범 산책로, 불탑 산책로, 호숫가 산책로, 산책로, 폭포 산책로, 역사적 

사유지, 군사 요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해 첫날 하이킹은 뉴욕 가정 사이에서 널리 

인기 있는 전통입니다. 이는 야외 공간이 일년 내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에는 매우 독특한 하이킹 코스들이 많고, 

모든 연령대가 방문하기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산책로 중 하나를 

하이킹하는 것은 밝고 긍정적인 새해를 맞이하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과 환경보전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11주년을 기념하여 인기 있는 새해 첫날 하이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리는 많은 

산책과 하이킹을 개최하기 위해 자원봉사 단체들과 협력합니다.  

  

주립공원 커미셔너인 Erik Kullese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뉴욕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산책이나 하이킹으로 

야외활동을 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새해 첫날 하이킹은 겨울 시즌에 뉴욕주의 

천연 보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재미있는 전통입니다."  

  

DEC 커미셔너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매년 첫날 하이킹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DEC는 증가하는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 올해 7개의 새로운 하이킹 

코스를 추가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뉴욕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밖으로 나와 

뉴욕주의 세계적 수준의 자연 여행지와 산책로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DEC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주립공원에서 이러한 하이킹 행사를 계속 주최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저는 뉴욕 시민들이 이번 새해 첫날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하이킹을 위한 이벤트 옵션은 자가 가이드 트랙에서 소규모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주도하는 하이킹까지 다양합니다. 참가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자연의 겨울철 경이로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산책과 하이킹은 가족 친화적이며, 일반적으로 위치와 조건에 따라 1마일에서 5마일까지 

다양합니다. 75개 이상의 주립공원, 역사 유적지, DEC의 주소유 토지, 야생동물 보호 

구역, 숲 보존 산책로 및 환경 교육 센터에서 다양한 이벤트 옵션을 제공하는 하이킹이 

제공됩니다. FDH 이벤트에는 연례 엠파이어 패스(Empire Pass) 추첨과 기념품 증정 

행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개발공사 부사장 겸 관광청의 Ross D. Levi 관광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해 첫날 등산은 올겨울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뉴욕의 야외를 축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하이킹은 수제 음식과 음료, 박물관 방문 또는 라이브 공연, 난방이 

되는 오두막 또는 아늑한 B&B에서의 숙박과 함께 하면 하룻밤의 휴양지가 될 수 

있습니다. 눈 덮인 산과 얼어붙은 폭포에서부터 우리 주립공원과 공공 토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장엄한 겨울 장면에 이르기까지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그 일부를 

방문하도록 권장됩니다."  

  

 뉴욕주 새해 첫날 등반 목록, 위치 세부 정보, 형식, 사전 등록 요건 및 추가 정보는 

parks.ny.gov 및 dec.ny.gov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참가자들은 

선호하는 주최 사이트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미리 등록하도록 

권장됩니다. 인원 수 제한 및 등록 제한이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체 위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1992년 메사추세츠에서 시작된 새해 첫날 등반은 이제 50개 주 모두에서 열리는 

국가적인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야외에서 2022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른 아이디어로는 지역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긴 다중이용 스테이트 트레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이 완공되면서 750마일 산책로를 따라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산책로 구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책로에 대한 정보는 

empiretrail.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첫날 하이킹 목록(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1월 1일 토요일에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스턴 뉴욕  

• 앨러가니 주립공원 - 레드 하우스, 10am-2pm; 716.354.9101 x.232  

• 비버 아일랜드 주립공원, 그랜드 아일랜드; 9:30-11am; 716.282-5154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arks.ny.gov%2Fevents%2Fevent-results.aspx%3Fft%3D36&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0ec78e1cad840a99a3b08d9be4dc8b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5006355894285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H5Rnv5J71U1nHcc7eEyYRctfuyd9IN0dKI9U%2FPoiPf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dec.ny.gov%2Foutdoor%2F112174.html%3Ffbclid%3DIwAR2CdptDF-2Ji361LfL1yrCaYkObIYWGok7bp1di_nBlvCQsanjbDp1SHdU&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0ec78e1cad840a99a3b08d9be4dc8b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5006355895281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pjUqh4d3WCTBO9S6pZu7uxEmuxymU1soFskqKHqXD8E%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urldefense.proofpoint.com%2Fv2%2Furl%3Fu%3Dhttps-3A__empiretrail.ny.gov_&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0ec78e1cad840a99a3b08d9be4dc8b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5006355896275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t10MlnEV5BlRL9KpzW3UEnNTlgmDAUS6AarBEuuna1k%3D&reserved=0


• 포트 나이아가라 주립공원, 영스타운; 2-4pm; 716.282.5154  

•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 힌스데일; 9am; 585.493.3614  

•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 불 세인트, 쿠바; 1pm; 585.493.3614  

•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 하이크/스노우모바일 라이드, 에이본, 11am; 585.964.3614  

• 햄린 비치 주립공원, 햄린; 1pm; 585.964.2462  

• 녹스 팜 주립공원, 이스트 오로라; 10am-12pm; 716.549.1050  

• 레치워스 주립공원, 카스티야; 안내: 7am; 10am; 10:30am; 1pm (2), 자체 산책: 

하루 종일; 585.493.3680  

• 레인스타인 우즈, 듀퓨; 10am; 716.683.5959  

• 스위프트 힐 스테이트 포레스트, 센트레빌 타운; 11am; 585.415.1521  

• 틸만 로드 야생동물 관리 구역, 클라렌스, 12pm; 716.851.7019  

  

핑거 레이크스 및 센트럴 뉴욕  

• 보우만 호수 주립공원/맥도너 스테이트 포레스트, 옥스포드; 11am; 607.334.2718  

• 캐서린 밸리 트레일, 왓킨스 글렌; 10am; 607.535.4511  

• 처낭고 밸리 주립공원; 체낭고 포크, 1pm; (하이킹 2회) 607.648.5251  

• 클락 보호 구역 주립공원, 제임스빌; 11am; 315.415.8377  

• 델타 레이크 주립공원, 롬; 10am; 315.337.4670  

• 포트 온타리오 주 사적지, 오스웨고; 8am-2pm; self-guided; 315.343.4711  

• 길머글래스 주립공원, 쿠퍼스타운; 10am-황혼; 607.547.8662  

• 길버트 레이크 주립공원, 로렌스; 9am-12pm; 607.432.2114  

• 그린 레이크스 주립공원, 페이엇빌; 1pm; 315.637.6111  

• 헴록-캐나디스 국유림, 캐나디스; 10am; 585.374.8366  

• 허키머 홈 스테이트 유적지, 허키머; 1pm; 315.823.0398  

• 로저스 환경 교육 센터, 셔번; 10am; execdir@friendsofrogers.org  

• 롬 샌드 플레인즈 고유 지역, 롬; 9am; 315.866.6330  

• 세네카 레이크 주립공원, 제네바; 10am; 315.789.2331  

• 터재넉 폴스 주립공원, 트루만스버그; 10am-4pm; 607.387.7041확장 번호: 131  

• 투 리버스 주립공원, 웨이벌리; 10am-12pm; 607.732.6287  

• 슈일러 재향 군인 기념 공원 (*1월 3일), 9:45am; 

https://www.eventbrite.com/e/1st-day-hike-in-schulyer-county-tickets-
224189706447  

12월 31일, 몬테주마 야생동물 보호구역, 사바나; 9pm-12am; 

315.365.3588  

  

노스 컨트리/애디론댁  

• 체니 마운틴, 챔플레인 지역 트레일; 10am; Emily@champlainareatrails.com  

• 크라운 포인트 주립 사적지; 10am; 518-597-3666  

• 리틀 어저블 리버 트레일, 챔플레인 지역 트레일; 10am; 

Emily@champlainareatrails.com  

• 폴 스미스 칼리지 헤론 습지, 10am; 518.327.6241  

• 포인트 오 로슈 주립공원, 플래츠버그; 11am; 518.563.0369  

mailto:execdir@friendsofrogers.org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eventbrite.com%2Fe%2F1st-day-hike-in-schulyer-county-tickets-224189706447&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0ec78e1cad840a99a3b08d9be4dc8b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5006355896275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DP4TlSn%2FphuJu0St%2BF%2BAI3i6goLYNnts6mnrLI49F%2B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eventbrite.com%2Fe%2F1st-day-hike-in-schulyer-county-tickets-224189706447&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0ec78e1cad840a99a3b08d9be4dc8b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5006355896275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DP4TlSn%2FphuJu0St%2BF%2BAI3i6goLYNnts6mnrLI49F%2B0%3D&reserved=0
mailto:Emily@champlainareatrails.com
mailto:Emily@champlainareatrails.com


• 프로스펙트 마운틴, 레이크 조지 빌리지; 9am; Benjamin.thomas@dec.ny.gov  

• 로버트 G. 웨일 주립공원, 헨더슨; 10am; 315.938.5302  

• 롬 샌드 플레인즈, 로더 및 호그스백 로드, 9am; 315.866.6330  

• 사켓하버 전장 주립 사적지, 사켓하버; 1-3pm; 315.646.2321  

• SUNY ESF 뉴컴 아디르. 통역 센터, 뉴컴; 9:30am; cdemers@esf.edu  

• 밸리 우즈 로드 트레일 헤드의 토마스 마운틴, 볼튼; 10am; megan@adk.org  

• 웰즐리 아일랜드 주립공원, 파인뷰; 10am-2pm; 315.482.2479  

• 위노나 스테이트 포레스트, 로레인; 10am; 315-376-3521  

  

수도권 지구  

• 5대강 환경교육센터,델마; 10:30am; 1pm; (하이킹 2회) 518.475.0291  

• 그래프턴 레이크스 주립공원; 11am; 1pm; (하이킹 2회) 518.279.1155  

• 마인 킬 주립공원, 노스 블렌헤임; 11am; 518.827.6111  

• 피블스 아일랜드 주립공원, 워터포드; 10am; 1pm; (two hikes) 518.268.2188  

•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 10am; 518.584.2535  

• 텍사스 스쿨하우스 스테이트 포레스트, 리스본 타운; 9:00am; 315-778-4107  

• 태허 주립공원, 부히스빌; 10am; 518.872.1237 ext. 0  

• 브로만 노즈, 미들버그; 6:15am; 607.746.3645  

  

허드슨 밸리/캐츠 킬  

• 아쇼칸 채석장 트레일, 올리브브리지; 10am; 516-647-7776  

FDR 주립공원, 요크타운; 10:30am; 914.245.4434  

• 리틀 스토니 포인트/허드슨 하이랜드 주립공원, 콜드 스프링; 11am-2pm; 

845.224.7207  

• 존 제이 홈스테드 주립 사적지, 카토나; 1-3pm; 914.232.5651  

• 켈리 할로우 트레일, 미들타운 타운; 11:00 am; 845.586.3112  

• 메즈 메도우 루프 트레일헤드, 우드스톡; 9am & 12pm(하이킹 2회); 845.256.3083 

- 1월 2일  

• 미네와스카 주립공원 보호 구역; 9:15am; 845.255.0752  

• 올라나 주립 역사 유적지, 허드슨; 10-11am; 1-2pm; (하이킹 2회) 518.751.0344  

• 올드 크로톤 수로, 돕스 페리; 12pm; 646.303.1448 (1월 1일 및 2일)  

• 마운틴 파이어 타워 전망대, 우드스탁; 7:45am; 845.688.3369  

• 록펠러 주립공원 보호 구역, 플레전트빌; 10am-12pm; 914.631.1470  

• 록펠러 보호 구역 록우드 홀; 플레전트빌; 9am; 914.631.1470  

• 스털링 포레스트 주립공원, 턱시도; 10am; 845.351.5907  

• 스토니킬 농장 환경 교육 센터, 와핑거스 폴스; 11:00am; 845.831.3800  

• 타코닉 주립공원 - 코페이크 폴스; 1pm; 518.329.3993  

• 어퍼 에소푸스 파이어 타워, 마운틴 트렘퍼; 9:30am-4pm; 845.688.3369  

•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주립공원; 포킵시; 2pm; 845.834.2867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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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페이지 주립공원, 파밍데일 ; 10am; 516.780.3295  

• 캠셋 주립 역사 공원 보호 구역, 로이드 넥; 10am-12pm; 631.423.1770  

• 클레이 핏 폰즈, 스태튼 아일랜드; 1pm; 718.605.3970 x201  

• 코넷쿼트강 주립공원 보호 구역, 오크데일; 10am-12pm; 631.581.1072  

• 할록 주립공원 보호구역, 웨이딩 리버; 12pm; 631.315.5475  

• 헴스테드 호수 주립공원, 헴스테드; 10-11:30am; 516.766.1029  

• 존스 비치 주립공원, 완타그; 10am-3pm; 516.780.3295  

• 몬탁 포인트 스테이트, 몬탁; 1pm; 631.668.5000  

• 마운트 로레토 고유 지역; 스태튼 아일랜드; 10am; 718.313.8591  

• 오리엔트 비치 주립공원, 오리엔트; 10am-12pm; 631.323.2440  

• 릿지 보호 구역, 릿지; 11am; 1pm; (하이킹 2회) 631.444.0350 - 1월 2일  

• 셜리 치솜 주립공원(Shirley Chisholm State Park), 부루클린; 12pm; 212.866.3100  

• 선킨 메도우 주립공원, 킹스 파크; 10:30am; 631.269.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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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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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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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를 통해 소식을 접하세요.  

DEC는 앤디론댁과 캐츠킬 산림 보호 구역의 300만 에이커, 55개의 캠핑장 및 주간 사용 

구역, 5,000마일이 넘는 정규 산책로, 수백 개의 산책로 입구, 보트장 및 낚시터 등을 

포함하여 거의 500만 에이커의 공공 토지를 관리합니다. Love Our NY Lands - NYS 환경 

보존과를 방문하거나 DECinfo Locator - NYS 환경 보존과를 방문하여 레크리에이션 

옵션을 찾아보세요. 많은 사이트와 산책로는 장애가 있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야외 모험을 계획해 보시고 Facebook, Twitter, Flickr 및 Instagram에서 

환경보존부를 팔로우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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