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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미네와스카 주립공원의 보존지구의 새로운 방문자 센터 개관 발표

센터는 방문자를 환영하여 24,000에이커의 보존지구를 소개할 예정
뉴욕 공원 2020년 이니셔티브, 미네와스카 주립공원 보존지구 관문 현대화에 공공-민간
투자 활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샤완겅크 능선(Shawangunk Ridge)의 미네와스카
주립공원 보존지구(Minnewaska State Park Preserve)에 위치한 새로운 방문자 센터
건설의 개관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용지 협회(Open Space Institute, OSI)와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레이크 미네와스카(Lake Minnewaska)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현대적인
시설을 만들어 24,000에이커의 보존 지역을 탐험하고 공공시설, 교육 및 프로그래밍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착하는 방문자를 환영하고 안내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1987년에 Mario Cuomo 행정부가 전 리조트 호텔 부지를 인수할 이후 수십만의 공원
방문자를 환영하는 데 필요한 현대적인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방문자 센터는
Cuomo 주지사의 뉴욕 공원 2020년(NY Parks 2020) 이니셔티브에 따라 미네스와카
주립공원 보존지구로 가는 관문을 현대화하기 위해 2,700만 달러의 공공-민간 다단계
투자의 한도를 정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네와스카 주립공원 보존지구는 뉴욕의 위대한
천연 보물 중 하나이며, 빼어난 전망과 탐험을 할 수 있는 광활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방문자 센터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방문자들이 미네스와카가 제공하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움과 풍부한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공원에 더해진 필수
건물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주민과 방문자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관광 명소와 천연자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네스와카
주립공원 보존지구에 개설된 이 새로운 방문자 센터는 여행객을 위한 관문이 될 것이며,
24,000에이커 규모의 보존지구를 탐험할 수 있는 편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 전역에 걸쳐 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관광 산업을 증진하고 더 낫게 회복하며 뉴욕 경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400제곱피트 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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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들이 50마일의 보도와 35마일의 운송 도로로 공원의 광대한 네트워크를
탐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좋은 환경 관리 및 환경에 영향이 적은 방문을 장려합니다.
공원의 환경과 역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최첨단 전시물을 제공합니다.
레이크 미네스와카가 내려다보이는 야외 파티오를 제공합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머물 장소를 제공합니다.
공중화장실과 식수를 제공합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미네스와카 주립공원 보존지구의 장엄함을 발견함에 따라, 도착하는 방문객을 환영하기
위해 현대적인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새로운 방문자 센터는 고객들이
더 깊고 보람있는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공원에서 제공하는 레크리에이션 자산을
알리고, 그들이 좋은 환경 관리를 실천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센터를 현실로
만들어 주신 Cuomo 주지사와 파트너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Kim Elliman 공공 용지 협회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미네스와카 방문자 센터(Lake Minnewaska Visitor Center)의 완성은 공공 용지
협회의 성취 프로젝트로, 이 공원을 확장하여 방문객을 더욱 환영하고 즐겁게 만드는
우리의 40년 역사를 기반한 것입니다. 공공 용지 협회는 이러한 중대한 성취와 우리가 이
고무적인 건물 및 실내 공간을 설계하고, 건설을 지원하고, 이 부지의 화려함과 일치하는
전시물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자랑스러우며 이 사랑받는 공원에서의 대중의
전반적인 경험을 높일 것입니다. Cuomo 주지사, Kulleseid 커미셔너, 미네스와카의 공원
직원들에게 이 엄청난 성취에 대한 축하를 보내며, 이 프로젝트에 기부한 많은 공공 용지
협회 지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오늘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노력한
과거와 현재의 동료들에게도 축하를 보냅니다."
610만 달러 규모의 방문자 센터 외에도 관문 프로젝트는 공원 미학을 향상시키고 공원에
도착하는 방문자들의 경험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내용에는 공원
도로 개조, 새로운 목재 가이드 레일 설치, 새로운 전기 자동차 충전소 2개 추가, 주차
구역 개선,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따라 접근 가능한
통로 추가, 처음으로 공중 식수 제공, 빗물 및 하수구 설치관리 인프라 설치, 기초
유틸리티, 기본 수목 및 조경 추가, 기타 부지 개선이 있습니다. 2017년에 완공된 첫 번째
단계는 44번/55번 도로(Route 44/55)의 정문 구역을 재구성하여 보존지구 입장을
대기하는 최대 5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동시 수용량을 만들고 자동 주차 요금 결제
선택지를 추가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방문자가 많은 날짜의 안전을
개선했습니다.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공공 용지 협회는 3백만 달러의 민간 기금 및 건물
설계, 최첨단 전시 및 기타 방문객 센터의 업그레이드 및 기능을 위한 보조금을
모금했습니다.
2011년부터 공공과 민간 기금으로 475만 달러를 투자하여 21마일 이상의 운송 도로를
개조하고, 2015년에는 모홍크 보호구역 및 아메리칸 알파인 클럽(Mohonk Preserve and

American Alpine Club)과 협력하여 샤완겅크 관문(Shawangunk Gateway) 캠프장을
여는 데 21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공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공원 위원회(Palisades Interstate Park Commission,
PIPC)의 상임이사 Joshua Lair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멋진 새로운 방문자 센터를
통해 공원의 아름답지만 깨지기 쉬운 생태계에 대한 정보와 함께 방문객을 맞이하고
하이킹 경로, 레크레이션 기회, 보존지구 내 경치가 좋은 곳으로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Cuomo 주지사와 뉴욕 주립공원 및 공공 용지
협회의 파트너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Jen Metzg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네와스카 주립공원은 허드슨
밸리 및 미국 동북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 중 하나이며, 하이킹, 자전거, 크로스
컨트리 스키, 수영을 즐길 수 있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 호수를
내려다보는 데크의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자본 보조금을 후원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공공 용지 협회를 비롯해 새로운 방문객 센터를 가능하게 해주신 많은
파트너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저는 이런 프로젝트가 우리가 더 강해지고 회복력이 있는 경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새로운 방문객 센터는 공원과 얼스터 카운티에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이 보유한 놀라운 천혜의 자원에 대해 알려, 우리가 가진 것에 더욱
감사하게 만들고 지역 경제에 더욱 많은 관광 수입을 가져올 것입니다."
Kevin Cahil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네스와카 방문자 센터의 개장은
말 그대로 세대의 피, 땀, 눈물의 정점을 나타내어 우리의 장엄한 지역의 깨끗한
아름다움이 후손을 위해 보존되고 이해되도록 보증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방문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방문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설들은 방문자를 인도합니다. 이 시설들은 놓치지 않을 광경들에 주목하게 하지만,
동시에 해치지 말아야 할 것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 광대한 보존 지역에서의 사려 깊고
적절하게 확장된 개발은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노력과 많은 동료가 오늘을 이루게 도왔다는 사실에 자랑스럽습니다."
Brian Mill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 지역에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샤완겅크는 주 전역과 전국의 야외 애호가를 위한 목적지입니다. 이제
뉴욕주의 이 아름다운 지역에 온 수백만 명의 고객들은 '겅크스(Gunks)'의 아름다움에
걸맞는 방문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용지 협회와 주의 파트너십은 이제 교육
정보 및 공간뿐만 아니라 대중을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할 훌륭한 시설로 이어졌습니다."
Pat Ryan 얼스터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네와스카 주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향상 및 개선하기 위한 놀라운 지원이 매우 기쁩니다. 새로운
방문객 센터는 얼스터 카운티 주민들에게 자산이 될 것이며, 이 지역의 소중한
레크리에이션 자산 중 하나로서 미네와스카의 명성을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관광
산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레크리에이션과 얼스터 카운티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주신 Andrew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로체스터 타운 슈퍼바이저 Mike Bad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체스터 타운은 뉴욕주
공원 시스템(NYS Park System)의 최대의 보석을 우리 고향에 두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미네스와카 주립공원은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에게 로체스터 타운의
풍부함을 보여줍니다. 이 방문자 센터의 단순한 아름다움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비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24,000에이커의 미네와스카 주립공원 보존지구는 뉴욕에서 세 번째로 큰
주립공원입니다. Cuomo 주지사의 행정부 하에서 2,500에이커 이상이 보존지구에
추가되었습니다. 2,000피트의 바위 절벽 위에 위치한 파크 프리저브(Park Preserve)는
35마일의 석조 먼지 운반로, 50마일의 산책로, 4개의 깨끗한 "하늘 호수"뿐만 아니라
샘스 포인트 에어리어(Sam's Point Area)의 희귀한 난쟁이 피치 소나무 생태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2019년에 7,7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한
250개가 넘는 개인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립 공원 및 방문객들은 생산 및 판매액으로 50억 달러,
민간 부문 일자리 54,000개, 28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뉴욕주 총생산(GDP)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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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십시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Twitter)에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 위원회는 1900년에 형성되어 인터스테이트 지역 아래
뉴욕과 뉴저지 팰리세이즈의 절벽을 보존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두 주간 파트너십입니다. 오늘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 위원회는
뉴저지 포트 리(Fort Lee)부터 뉴욕 소거티스(Saugerties)까지 약 20개의 공원과
유적지를 감독하고 있으며 매년 125,000에이커 이상의 방문객을 아우릅니다. 위원회의
초기 작업은 환경 관리 및 교육 분야의 신흥 분야에 영감을 주고 그룹 캠프장을 통해
어린이를 자연에 노출시키는 목표를 개척했으며 국립 공원 시스템의 성장에 대한 초기
모델로 사용되었습니다. 위원회의 단풍과 오크 잎사귀 로고는 뉴욕과 뉴저지의 공식 주
나무를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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