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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가 터재넉 폭포 주립공원 전망대에 대한 190만 달러 규모의 전환 공사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재설계된 전망대는 방문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아울러 카유가호도 
보호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업스테이트 재생 계획의 “Southern Tier Soaring”을 진전시킵니다 

 

 

오늘 앤드류 M. 쿠오모 주지사는 터재넉 폭포 주립공원의 전망대에 대한 190만 달러 

규모의 전환 공사가 완료되어서, 이제는 이 인기 있는 주립공원에 대한 연간 560,000명 

이상의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NY Parks 2020 

이니셔티브와 Environmental Facility Corporation의 Green Innovation Grant 

Program을 통해서 자금이 조달된 이 전망대의 일련의 주요 개선 작업에는 새로운 소풍 

구역, 3계절 편의시설 및 정보 안내소, 자연 식물 정원, 그리고 카유가호와 주변 환경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서 빗물 유출을 관리하고 걸러내는 투과성 있는 주차장 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설계된 주차 공간이 포함됩니다. 이 공원 전환 사업은 주로부터 5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개발을 창출하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Southern Tier Soaring 이니셔티브의 모멘텀에 추가되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의 공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연적 아름다움 중 일부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우리의 공원 시스템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터재넉 폭포 

주립공원에서 이루어진 이 중요한 전환 작업은 보다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서던 티어 

지역 경제로 추가적인 관광 달러를 주입할 것입니다.”  

 

주립공원 커미셔너 로즈 하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을 증진하고, 사람들을 공원에 연결시키며, 자연 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두 쿠오모 주지사의 NY Parks 2020 이니셔티브의 핵심 목표들입니다. 터재넉 폭포 

주립공원의 전망대 전환 공사는 이러한 필수적 책임 3가지를 모두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편의 시설과 정보 안내소에 추가해서, 자연 식물 플랜팅 작업이 공원 안이나 인근에서 



발견되는 식물종에 중점을 두고 재설계되어 통합되었으며, 여기에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풀과 꽃으로 이루어진 목초지 플랜팅, 생강나무류, 인디고 부시, 풍년화 및 단풍잎 가막살 

나무 등과 같은 관목류, 그리고 미국 목련, 친카핀 참나무, 미국층층나무, 연필향나무 및 

참피나무 등과 같은 나무류가 포함됩니다. 

 

  



주 상원 환경보존위원회 위원장인 톰 오마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뉴욕 주 내에서는 물론이고, 국가 전반에 걸쳐서 어디에서든 공원들과 산책로들의 가장 
훌륭한 네트워크 중 하나를 자랑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터재넉 폭포 주립공원에서 
환상적으로 재설계된 전망대와 방문객 센터를 정식으로 개장한 것은 공원과 공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연적이고 경관이 뛰어난 명소들을 매년 수십만명의 방문객들에게 다시 
소개하는 흥분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터재넉 폭포 주립공원, 현지 환경, 그리고 우리 지역의 
모든 공원과 산책로를 개선하는데 전념한 것에 대해서 쿠오모 주지사와 우리 주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사무국(Office of Parks and Recreation)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 상원의원 마이클 노졸리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료는 터재넉 
폭포 방문 경험을 향상시키고, 관광객과 방문객은 물론이고,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자연적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있는 현지인들도 우리 지역에 유치할 것입니다. 이 흥미롭고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관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쿠오모 주지사께 감사드리며, 지역 담당 디렉터 
프레드 본과 그의 스태프들에게도 특별히 축하드립니다."  
 
주 하원의원 바바라 리프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터재넉 폭포는 우리 지역의 가장 
상징적인 명소 중 하나이며, 저는 이 전망대가 주로부터 이와 같이 중대한 투자를 받았다는 
점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새로운 방문객 센터, 정보 표지, 화장실, 그리고 재설계된 
주차장은 아름답게 추가된 것들이며, 이것들은 이 주목할 만한 관광 목적지를 미래 세대의 
관광객들과 현지 거주민 모두가 똑같이 계속 즐기도록 보장하면서, 일반 공중에게 더욱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올버니에서, 저는 이와 같은 혁신적 
프로젝트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 주립공원들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분투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주 하원의원 팔메사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노후화되는 주립공원 시스템에 대해서 
인프라 개선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서던 티어 및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우리 거주자들에게 우리 주립공원을 방문할 때 가능한 최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NY Parks 2020이 진전되도록 
보장하는 것에 전념하는 쿠오모 주지사와 커미셔너 하비에게 감사드리며, 터재넉 폭포 
주립공원의 개선 사항에 대해 기쁘고 흥분됩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서 뉴욕 주는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NY Parks 2020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2020까지 주립공원에 대한 민간 및 공공 자금 9억 달러를 활용하기로 하는 
다년간의 약속입니다. 주지사의 2016-17 집행 예산에서는 이 이니셔티브를 위해 9천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뉴욕의 가장 길게 이어져 있는 와인 트레일을 따라 있는 관광 목적지인 카유가호 와인 
트레일에 위치하는 터재넉 폭포 주립공원은 중단 없이 한 번에 모두 즐기기에 완벽한 
카유가호, 마리나, 보트 출발지, 해변과 다목적 용도의 산책로를 조망하는 야영지와 
오두막집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터재넉 폭포 주립공원과 이름이 같은 폭포는 동북부에 있는 뛰어난 자연 명소 중 
하나입니다. 터재넉 폭포는 협곡 위에 거의 400피트 높이 서 있는 바위 절벽을 뒤로하고 
215피트의 물줄기를 내려보냅니다. 협곡과 둘레길 여행은 폭포 위로부터, 그리고 협곡 



오솔길의 끝에서 아래로부터 장엄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터재넉 폭포는 Tompkins 
Consolidated Area Transit Bus-to-Nature 라인의 주된 정거장 역할도 합니다. 교통 
계획에서는 여름 기간 동안 루트 22를 따라서 여러 주와 지역 공원으로 연결되는 교통편을 
매일 여러 차례 제공합니다. 
 
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Southern Tier Soaring”은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개발을 창출하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입니다. 재능 있는 인력을 유치하고, 사업을 성장시키며,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주에서는 이미 2012년 이래로 이 지역에 3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쿠오모 주지사가 2015년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재생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서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주에서 제공된 5억 달러의 투자금은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발표된 바에 의할 때, 이 지역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Green Innovation Grant Program 
뉴욕 주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의 Green Innovation Grant Program은 
빗물을 모아서 정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투과성 있는 도로포장 시스템에 대해서 
320,0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이 방법은 토양 침식을 감소시키고, 전통적으로 
포장된 도로 표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된 유출물로부터 전형적으로 카유가호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보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Green Innovation Grant Program에서는 뉴욕 
주에서 진행되는 100개 이상의 녹색 빗물 프로젝트들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현재 1,4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 새로운 Green Innovation Grant Program 보조금으로 이용 가능하며, 
신청서는 쿠오모 주지사의 지역 경제 개발 계획(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regionalcouncils.ny.gov/.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사장 겸 CEO 사브리나 티는 다음과 말했습니다. 
“EFC는 터재넉 폭포 주립공원 전망대의 아름다운 전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그린 인프라를 우리 주의 가장 귀중한 자연 
자원으로 통하는 향상된 이용 방안과 통합시킴으로써 환경에 전념하는 주지사의 약속에 
관한 전형적 사례입니다. 
 
현대적인 휴게 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추가해서, 3계절 동안 제공되는 편의시설은 톰킨스 
카운티 상업회의소의 한 프로그램으로, 이타카/톰킨스 카운티 및 컨벤션 사무국에 의해 
주관되는 방문객 정보 위성 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크 시즌 동안은 주 
7일 내내 근무하는 지역 관광 대사들이 여행객들을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가장 많이 
방문되는 경관 좋은 지점들 중 하나로 안내할 것입니다. 
 
톰킨스 카운티 상업회의소 컨벤션 및 방문객 사무국(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 
국장인 제니퍼 타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전망대의 방문객 센터를 운영한 
최초 3주만에 우리의 성공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50개 주 중 44개 주에서 여행객들이 왔고, 
해외에서는 33개국에서 여행객들이 왔으며, 이들이 맛있는 곳과 그 밖의 볼거리에 관해서 

http://regionalcouncils.ny.gov/content/southern-tier
http://regionalcouncils.ny.gov/


문의해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여행객들이 핑거 레이크스를 즐기도록 실제로 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관광객이 방문자 서비스 전문가와 개인적 교감을 가지는 경우, 
전형적으로 여행을 하는 동안 더 많이 지출하고, 더 오래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사적 보전 사무국 
뉴욕 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사적 보전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연간 6,500만명이 방문하는 180개의 주립 공원과 35개의 
사적지를 감독합니다. 이러한 여가 활동 장소에 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518-474-
0456으로 전화하거나, www.nysparks.com을 방문하거나, Facebook에서 연락하거나, 
Twitter에서 팔로우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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