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3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HUDSON RIVER SKYWALK) 프로젝트의 

중대 단계 발표  

  

탁 트인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와 캐츠킬 마운틴(Catskill Mountains)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완공, 전망대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객을 토마스콜 국립사적지(Thomas Cole National Historic Site) 및 올라나 

주립사적지(Olana State Historic Site)로 이끌기 위한 ‘허드슨 리버 스카이 워크 

지역(Hudson River Skywalk Region)’ 건설 발표  

  

립 반 윙클 브리지(Rip Van Winkle Bridge)의 동쪽 끝과 올라나 주립사적지(Olana State 

Historic Site)를 연결하는 보행자 친화적인 원형 교차로 공사 착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허드슨 리버(Hudson)를 가로질러 두 개의 사적지를 

연결하는 보도를 건설하는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Hudson River SkyWalk) 프로젝트의 

중대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교량청(New York State Bridge Authority, NYSBA)은 

약 1마일 길이의 립 반 윙클 브리지(Rip Van Winkle Bridge) 보도를 완전히 

재건설했으며, 50피트 길이 및 10피트 너비의 전망대 세 개를 추가로 건설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전망대를 통해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와 캐츠킬 마운틴(Catskill 

Mountains)의 빼어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Hudson River Skywalk) 

프로젝트는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와 캐츠킬 마운틴(Catskill Mountains)의 장엄함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유한 뉴욕주의 역사를 홍보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경험을 창조하는 주 및 지역 파트너 간의 성공적인 공공 

민간 파트너십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올해 시정방침(State of the State)에서 발표된 관광 계획의 일부로서 

1,460만 달러 프로젝트의 세 번째 단계를 개시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가 콜롬비아 카운티의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Hudson_River_Skywalk.pdf


 

 

그린포트 타운에 있는 9G번 도로 및 23번 도로의 교차로를 보행자 친화적인 원형 

교차로로 전환하는 데 800만 달러가 사용될 것입니다. 이 전환을 통해 방문객들은 립 반 

윙클 브리지(Rip Van Winkle Bridge)의 동쪽 끝에서 올라나 주립사적지(Olana State 

Historic Site)까지 연결되는 보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2018년 

가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지역 관광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주도 지구 

지역경제개발협의체(Capital District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를 통한 

2017년 통합 기금 신청(2017 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수여식에서 토마스콜 

국립사적지(Thomas Cole National Historic Site)에 225,000달러의 뉴욕 시장(Market 

NY) 기금을 제공하며, 허드슨 리버 스카이 워크 지역(Hudson River Skywalk Region)의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뉴욕 시장(Market NY) 기금은 조정된 광고 캠페인, 특별 

전시회, 방문객 조사, 스카이워크 예술 축제(Skywalk Arts Festival) 같은 특별 행사를 

통해 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 지역(Hudson River Skywalk Region)을 향상시키기 위해 두 

개의 사적지에 대한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주택과 스튜디오는 3월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방되며, 3월 30일부터는 (4월 1일 부활절 일요일을 제외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방될 것입니다. 두 사적지의 부지는 일 년 내내 개방됩니다.  

  

5월 1일부터 토마스콜 국립사적지(Thomas Cole Site)는 해당 계절 동안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방될 것입니다. 6월 19일부터 올라나 주립사적지는 해당 계절 동안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방될 것입니다. 더 많은 방문객 정보는 www.olana.org와 

www.thomascole.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NYSDOT)는 3월 22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4400 Route 23, 

Hudson에 위치한 컬럼비아-그린 커뮤니티 칼리지(Columbia-Greene Community 

College)의 전문 아카데믹 센터(Professional Academics Center)에서 이 원형 교차로에 

대한 예비 개념을 선보이기 위한 오픈 하우스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 오픈 하우스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개념 계획과 구성 그리고 일정을 강조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의 참석이 

장려됩니다.  

  

두 번째 단계를 위한 627.5만 달러 비용의 일부로, 주도 지역 

지역경제개발협의체(Capital Reg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계획은 

지역 워터프론트 활성화 프로그램(Local Waterfront Revitalization Program)을 통한 

2016년 통합 기금 지원(2016 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수여식에서 그린 

카운티에 875,000달러를 수여했습니다. 이 자금은 3개의 전망대를 건설하고 토마스콜 

국립사적지(Thomas Cole National Historic Site)부터 립 반 윙클 브리지(Rip Van Winkle 

Bridge)까지 이어지는 보도를 설계 및 건설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보도는 2018년 

http://www.olana.org/
http://www.thomascole.org/


 

 

가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교량청(New York State Bridge Authority)는 3개의 

새로운 전망대를 건설하는 동시에 립 반 윙클 브리지(Rip Van Winkle Bridge)의 보도와 

난간 전체를 복구 및 재건하는 두 번째 단계에 54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교량 관리청 (Bridge Authority)의 Joseph Ruggiero 부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원은 이 프로젝트가 대중과 캐츠킬-허드슨 밸리의 전체 

지역에 혜택을 가져다주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중요한 시점에 이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교량 관리청은 계속하여 모든 커뮤니티 파트너와 서로 손잡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건설하는 새 교통시설은 더욱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Hudson River 

Skywalk)는 두 개의 중요한 문화 사적지를 연결함으로써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사적지 방문뿐만 아니라 허드슨강 계곡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 촉진을 위한 도로와 교량 개선에서 보여준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은 

업스테이트 지역사회를 부흥시키는 동시에 안전성과 접근성을 향상합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 프로젝트 계획 수립은 주지사가 뉴욕시민과 방문객들의 야외 활동 기회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새로운 보행자 연결통로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로 연결되어 올라나 주립 사적지(Olana 

State Historic Site)의 그림 같은 배경과 저택으로 이어지는 경치 좋은 관광로를 제공하며 

전체 지역의 관광업을 더욱 부흥시킬 것입니다.”  

  

George Amedor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는 두 개 

사적지를 잇는 중요한 연결 통로가 되어 이 지역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주민과 방문객들이 허드슨강과 주면 지역의 숨 막힐듯한 자연 경치를 더 잘 감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Didi Barret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예술 운동의 탄생과 

미국 최초의 토지 보존 의식의 탄생은 모두 풍경화가 Thomas Cole과 Frederic Church가 

강을 사이에 두고 살았던 허드슨 계곡의 놀랍게 아름다운 곳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유적지를 연결하는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 구역에 대한 지정은 이 

상징적인 지점과 영감을 주는 경치에 어울리는 인식입니다.”  

  

올라마 협력체(The Olana Partnership)인 Washburn 과 Susan Oberwager의 회장 

Sean Sawyer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장소로 될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오직 여기에서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명의 예술가 



 

 

자택과 스튜디오 사이를 걸으면서 미국의 예술과 환경 보존 의식을 탄생하게 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Thomas Cole 국가 사적지의 상임이사 Elizabeth Jack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omas 

Cole과 Frederic Church를 대표하는 이 두 사적지는 근 200년간의 역사에 거쳐서 

연계되었습니다.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의 보행로 건설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는 

콘크리트와 강철로 더욱 단단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 연결을 

대중의 시점으로 완성하여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 구역이 화려한 장관을 이루는 

명승지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린 카운티 의회(Greene County Legislature)의 Kevin Lewis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인솔하에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 프로젝트는 해마다 이 

지역에 역사적인 유적지와 자연경관을 보려는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가장 매력적인 

장소로 될 것입니다.”  

  

캐츠킬 빌라지 이사회 회장 Vincent See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인솔하에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 프로젝트가 실현되었으며 완성되면 강 양안의 

지역사회에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될 것입니다.”  

  

그린포트 타운(Town of Greenport) 책임자 Kathleen Eldridg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지역의 경치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명승지로 될 것이며 이 

프로젝트가 실현하도록 도와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DOT와 우리주의 

협력업체들은 지역사회의 수요와 건의를 아주 잘 반영하였습니다.”  

  

뉴욕주 교량 관리청(New York State Bridge Authority)  

뉴욕주 교량 관리청은 베어 마운틴(Bear Mountain), 뉴버그비컨(Newburgh-Beacon), 

미드 허드슨(Mid-Hudson), 킹스턴리네클리프 (Kingston-Rhinecliff) 및 립 밴 윙클(Rip 

Van Winkle) 대교를 소유하여 운영하며 허드슨강을 지나는 대교의 보행로 구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청은 대교 유지보수와 운영에 주로 대교 요금소의 수입으로 

자금을 확보하며 주 혹은 연방 세금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올라나와 올라나 협력체(The Olana Partnership)  

올라나는 19세기 중엽의 걸출한 미국 예술가 Frederic Edwin Church (1826-1900)의 

대작입니다. Church는 올라나를 예술, 건축, 조경 설계 및 환경 보존에 대한 자신의 

선진적인 아이디어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한 환경으로 설계하였습니다. 250에이커의 

면적에 예술가가 페르시아풍으로 설계한 하우스의 꼭대기에서 허드슨 밸리와 캐츠킬 

마운틴의 비할 바 없이 아름다운 전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올라나는 현재 연간 

170,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 여기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타코닉 구역(Taconic Region)에서 관리하는 올라나 주립 

사적지는 국가 지정 역사 유적지이며 뉴욕주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유적지의 

하나입니다. 올라나 협력체는 민간 비영리 목적의 교육 단체로서 뉴욕주와 협력하여 

올라나 주립 사적지의 복구, 보존 및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라나 및 올라나 

협력체(The Olana Partnershi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olana.org를 방문하십시오.  

  

토머스콜 국립 사적지(Thomas Cole National Historic Site)  

토머스콜 국립사적지는 전국 최초의 주요 예술 활동을 주도한 회화 학교인 허드슨 리버 

학교(Hudson River School)의 설립자인 Thomas Cole의 옛집과 스튜디오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19세기 풍경화, 현대미술 설치 및 360도 비디오 등 특별 전시를 진행하는 미래 

지향적 기관입니다. 허드슨 밸리의 6에이커 면적에 자리 잡은 이 사적지는 본관 (1815 

Main House), Cole의 옛 스튜디오(1839 Old Studio), 최근에 재건한 새 스튜디오 건물 및 

캐츠킬 마운틴 전경을 포함합니다. 이곳은 국가 지정 역사 유적지이며 국립공원 시스템 

구역에 속합니다. 콜 사적지 내에서의 활동에는 방문객이 Cole과 Church가 그린 똑같은 

풍경을 방문하여 볼 수 있는 대화형 지도 및 웹사이트인 허드슨 리버 학교 예술의 

발자취(Hudson River School Art Trail)와 같은 혁신적인 대중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콜 

사적지에서의 모든 프로그램 목표는 방문객들이 Thomas Cole의 삶과 작품의 의미와 

영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Cole이 그의 미술과 저술에서 보여준 자연경관 

보존과 같은 주제 및 복구의 힘이 되는 자연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모두 역사적이고 

적절하며 그들 자신의 삶과 긴밀히 연관된 통찰력을 지닌 관객과 연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토마스콜 사적지(Thomas Cole Sit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thomascole.org를 방문하십시오. 코마스콜 사적지는 그레이트 노던 캐츠킬(Great 

Northern Catskills)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greatnortherncatskills.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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