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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올라나 주립 역사 유적지에서 2,500만 달러의 개선 발표  

   
새로운 공공/민간 파트너십 오리엔테이션 센터, 방문객 경험 개선  

   
주요 도장 프로젝트, 새로운 길 찾기 유지 관리 시설, 태양열, 일반 현장 개선 포함  

  
렌더링 확인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올라나 주립 사적지(Olana State Historic Site)가 콜롬비아 

카운티 허드슨의 역사 유적지에 새로운 출입 및 오리엔테이션 시설인 Frederic Church 

Center for Art and Landscape 건설을 포함하여 향후 2년간 주요 자본 및 유적지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설계된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Frederic Church Center는 올라나 주립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을 위한 관문이 될 것이며, 이 유적지에 대한 2,500만 달러의 투자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아티스트 Frederic Church와 

그의 가족의 환상적인 집, 스튜디오, 풍경 디자인인 올라나의 유산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Frederic Church Center는 이 캔버스에 추가되어 뉴욕주에서 가장 눈에 띄게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로 후원자들을 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2,500만 달러의 개선으로, 올라나는 

다시 한번 우리 주 안팎의 방문객들이 숨막히는 경치와 교육 프로그램을 관람하는 것을 

환영할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Olana를 

재발견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건물에는 티켓팅과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넓은 입구 로비, 카페, 화장실, 그리고 

올라나의 역사적인 마차 도로망과 연결되는 야외 테라스와 경로가 인접한 다목적실이 

포함되어 250에이커의 모든 역사적 경관이 대중 해석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매년 200,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국립 역사 랜드마크 및 뉴욕주립 

유적지(National Historic Landmark and New York State Historic Site)의 주요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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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으로서, Frederic Church Center는 지속 가능한 설계와 탄소 중립 건설에 대한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연을 제공할 것입니다.  

   

올라나는 허드슨에 있는 허드슨 리버 스쿨의 아티스트 Frederic Edwin Church의 

19세기 집, 스튜디오, 그리고 디자인된 풍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요 프로젝트는 

2015년 뉴욕주립 공원, The Olana Partnership, LA Group 및 Nelson Byrd Woltz 

Landscape Architects 간에 개발된 전략적 조경 설계 계획의 결과입니다. 이 계획은 

미국 조경가 협회(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로부터 2017년 National 

Honor Award for Analysis and Planning을 수상했습니다.  

   

뉴욕 주립공원 커미셔너인 Erik Kullese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간 20만 명 이상의 

올라나 방문객들은 교회 가족이 수세기 전에 했던 것처럼 걷고, 하이킹하고, 소풍하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꿈을 꿀 수 있는 장소를 즐기기 전에 화려하고 넓은 새로운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맞이할 것입니다. 협력하는 국가 기관인 The Olana Partnership과 

Didi Barrett 의원이 올라나 국가 역사 유적지를 지원하는 100만 달러의 주 및 시 시설 

프로그램(State and Municipal Facilities Program) 보조금을 연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The Olana Partnership의 Sean Sawyer 박사, Washburn & Susan Oberwager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6년 전, 민간 시민들과 뉴욕주는 올라나를 파괴로부터 

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올라나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공공 장소의 관리를 위한 전국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 The Olana Partnership은 

우리 이사회와 지지자들은 뉴욕주와 함께 Frederic Church의 비전을 완전히 새로운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올라나의 이야기에서 빛나는 다음 장을 기념하게 되어 

기쁩니다."  

   

내년 추가 프로젝트에는 역사적인 집의 완전한 외부 그림(150만 달러), 최첨단 유지 

보수 시설 건설(600만 달러), 댐 및 배수로 복구, 새로운 ADA 주차 구역, 다크 스카이 

조명 및 토종 식물 종(200만 달러)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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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NY는 Market New York 프로그램을 통해 올라나 개선 프로젝트 같은 중요한 지역 

관광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이 고유한 Path Through History 명소는 허드슨 밸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도움이 되며, 역사적인 집에서부터 조각 공원, 특별한 음식과 

음료까지 이 지역에서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눈에 띄게 더합니다. 올라나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을 환영하는 이 필수적인 목적지에서의 

방문객 경험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Doreen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SERDA는 

에너지 효율 및 전기화 기능, 깨끗한 재생 가능 태양 에너지 및 전체적으로 낮은 탄소 



발자국에 대한 전기 자동차 충전을 통합하여 깨끗하고 탄력적인 설계의 모델이 될 

올라나 주립 유적지 현장의 개선 과정을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5% 줄이겠다는 기후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배후에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객을 마주하는 관점에서 더 친환경적인 사이트의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허드슨 커뮤니티에서 이미 보석이 되어 있는 것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Daphne Jord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나 주립 유적지는 건축, 

문화, 예술적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국보급 유적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올라나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Frederic Church의 천재성, 재능, 

독보적인 비전에 대해 더 깊은 감사를 느끼며 영감을 받았습니다. 올라나는 진정한 미국 

문화의 시금석 중 하나이며 저는 2,500만 달러의 자본 개선 프로젝트, 특히 Frederic 

Church Center의 건설이 진전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Hochul 주지사와 

Kulleseid 주립 공원 커미셔너는 이 계획을 진전시키고 항상 주 역사 유적지와 공원을 

공공의 우선순위로 만든 것에 대해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빨리 돌아와서 허드슨 

밸리, 수도권 지역, 그리고 주 전체를 위한 진정한 보물인 올라나에 새로 추가된 많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Didi Barret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밸리의 왕관 보석인 올라나는 

미국 예술, 훌륭한 건축물, 놀라운 하이킹, 그리고 숨막히는 경치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메카입니다. 새로 건립될 Frederic Church Visitor Center는 21세기까지 그 유산이 

적시에 남아있는 19세기 화가, 건축가, 농부 그리고 사회 운동가인 랜드마크 뒤에 있는 

Frederic Church를 방문객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 탄소 중립적인 이 새로운 

방문객 센터의 건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100만 달러의 입법 보조금을 확보하게 

되어 기뻤고, Kathy Hochul 주지사가 올라나에 대한 변함없는 감사와 우리 지역과 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Kamal Johnso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나 국가 유적지를 건축적, 문화적 

경이로움으로 인정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탄소 중립적인 새로운 

Frederic Church Visitor Center는 방문객들에게 이 지역을 모두 소개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허드슨 밸리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를 

상기시켜 줍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새롭게 조성된 사이트와 올라나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OP는 Empire State Development Market NY Regional Tourism 보조금 140만 달러와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의 탄소 중립 지역사회 경제 개발 조성금 프로그램(Carbon 

Neutral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Grant Program)에서 18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약 1,000만 달러의 민간 기부금과 조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새로운 Frederic Church Center의 설계는 최소한의 유지 보수로 낮은 환경 영향과 

에너지 소비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 건물 시스템 접근 방식이 특징입니다. 또한 

사이트 전체의 해석 프로그래밍 및 레크리에이션 사용을 위한 기반 역할을 함으로써 

올라나의 방문객 수용력을 확장할 것입니다. 공사는 2023년 봄에 시작될 예정이며, 

개장일은 2024년 봄입니다. 아직 설계되지 않은 태양광 구성 요소가 배치될 것입니다.   

   

Frederic Church Center와 시설 운영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올라나 유지 보수 건물의 

확장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설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전기 장비와 차량 

충전소와 개선된 직원 시설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현장 개선에는 

장비 및 자재 저장 시설 개선을 위한 준비와 함께 유지 관리 구역 내부 및 주변의 더 

나은 순환이 포함됩니다. 이 단계는 2024년 말에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창문, 문, 현관 및 장식용 코니스를 포함하여 2023년 올라나의 

외부를 다시 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한적인 목공 복원과 창문 유리의 석면 제거 

작업도 이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또한, Historic Farm Complex에 대한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농장 단지에 임시 주차 

구역을 이전하여 역사적인 1에이커의 주방 정원을 복원하고, 조명을 개선하고, 코시 

코티지 근처에 ADA 주차장을 조성하고, 호수의 댐과 배수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유적지 보존 사무국은, 매년 7,8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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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합니다.  이 여가 장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www.parks.ny.gov를 

방문하거나 무료로 뉴욕주립공원 탐색(NY State Parks Explorer)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518.474.0456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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