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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2022년 뉴욕 주립공원 방문객 기록 갱신 발표  

  

주 전역 방문객은 2021년 비해 100만 명 증가한 7,950만 명 기록  

  

개별 공원 방문객 확인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이 운영하는 주립공원, 유적지, 

캠프장, 트레일 2022년 연간 방문객이 7,95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전역의 총 방문객은 작년에 비해 100만 명 증가해 뉴욕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공원과 여가 활동에 투자하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에서 베어 

마운틴(Bear Mountain), 존스 비치(Jones Beach)에 이르기까지, 뉴욕의 주립공원은 뉴욕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환경과 다시 연결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에서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원 시스템 활성화, 열린 공간 확충, 해안선 

보호 등에 대한 최근 투자를 통해 뉴욕주의 다양한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립 공원의 방문객 수는 2008년 이후 약 10년 동안 43%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장 많이 방문한 주립 공원은 Niagara Falls State 

Park(940만 명), Jones Beach State Park(850만 명), Robert Moses State Park(380만 

명), Saratoga Spa(350만 명), Sunken Meadow State Park(310만 명), Denny Farrell 

Riverbank State Park(300만 명), Bear Mountain State Park(240만 명) 등입니다.  

  

Erik Kulleseid 뉴욕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공원은 다시 

주립공원과 유적지로 다시 돌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Hochul 주지사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는 이러한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지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변화하는 환경의 문제에 대응합니다."  

  

Hochul 주지사가 제안한 회계연도 2024 예산은 자본 투자에서 2억 달러를 배정하여 

뉴욕의 주요 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주요 인프라 트로젝트를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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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공원 시설의 에너지원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번 예산 제안은 또한 기관 인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공원 경찰 

아카데미(Park Police Academy) 클래스, 환경 채권법(Environmental Bond Act),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 공원 행정 및 부지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42억 달러 규모의 "청정수, 청정 대기, 친환경 일자리 환경 채권법(Clean Water, 

Clean Air and Green Jobs Environmental Bond Act)"은 기후 변화 대응, 복원, 홍수 위험 

완화 프로젝트, 열린 공간 보호 등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여 공원 시스템 내 350,000 

에이커 및 해안선 300 마일 구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부대표 겸 관광국장인 Ross 

D. Lev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의 다양한 폭포부터 왓킨스 

글렌(Watkins Glen)의 그림 같은 전경, 몬탁 포인트(Montauk Point)의 전설적인 등대까지 

세계적 수준의 뉴욕 주립공원은 뉴욕주 여행 및 관광의 핵심입니다.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은 우리 주립 공원 파트너와 협력하여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는 전 세계의 

관광객을 우리의 공원, 캠프장, 유적지로 유치할 것입니다."  

  

Bryan Erwin 뉴욕주 공원 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f Parks)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문객 수치가 대부분의 국립공원 입장객와 비슷하거나 넘는다는 사실을 

알면 이러한 수치의 대단함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는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채권법 투자는 우리 공원이 기후 탄력적이며 증가한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핵심 인프라에 투자합니다. 2) 공원 전문가를 육성하여 공원에 적절히 

배치하고 공원 경찰을 늘려 모든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Paul Steely White 파크 앤 트레일 뉴욕(Parks & Trails New York) 차기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방문자 수치는 매우 놀랍습니다. 뉴욕 주립 공원 연간 

방문객은 옐로우스톤(Yellowstone), 그랜드 캐년(Grand Canyon), 요세미티(Yosemite) 

등을 합한 것보다 5배 많습니다. 현재 우리의 과제는 공원을 위한 자원을 확보해 

역사적인 수요에 대응하고 건강, 환경, 경제 혜택을 모든 뉴욕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Kim Elliman 오픈 스페이스 연구소(Open Space Institute)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방문객 기록 갱신은 뉴욕의 공원, 야외 공간에 대한 뉴욕 

주민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공원 및 트레일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공원이 주는 혜택은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뉴욕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치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Ned Sullivan 시닉 허드슨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밸리의 모든 사람에게 

토지와 천혜의 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단체로서, 우리는 뉴욕의 놀라운 주립공원 

시스템의 방문객 7,900만 명 돌파를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우리의 주립 

및 지역 공원, 토지 신탁이 소유한 보호지구 등이 모든 뉴욕 주민 및 주 외 방문객을 위해 

안전하고 저렴하며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서 비교할 수 없는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Hochul 주지사 및 Kulleseid 커미셔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와 의회가 

공원 자본 투자에 대한 작년의 역사적 투자를 다시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은 250개가 넘는 개인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관리합니다. 이 레크리에이션 활동 장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518-474-045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parks.ny.gov를 방문하시고 

또는 페이스북(Facebook)에 접속하거나 혹은 트위터(Twitter)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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