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 년 10 월 30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연중 내내 체험이 가능하도록 700 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끝낸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의 바람의 동굴 

(CAVE OF THE WINDS) 개통 발표  

  

관광 시즌을 연장하기 위한 바람의 동굴(Cave of the Winds)의 명소 사전 공개  

  

7,000 만 달러 규모의 파크 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인 대화형 프로그램이 특징인 새로운 

시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의 바람의 동굴(Cave of the Winds)에서 700 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파빌리온을 

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홍보하는 이 대화형 

시설은 일 년 내내 공원에 새로운 매력을 제공하고 관광 시즌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7,000 만 달러 규모의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 활성화 계획의 핵심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새로 단장하여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바람의 동굴(Cave of the Winds)은 세계 수준의 관광지로서 나이아가라 폴스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의 개선에서 나이아가라 시닉 파크웨이(Niagara Scenic 

Parkway)에 이르는 새로운 호텔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관광 

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이 지역의 전체 경제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개장식 리본 커팅 행사에 참석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은 세계 최고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이며, 웨스턴 뉴욕의 가장 중요한 경제 자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람의 

동굴(Cave of the Winds) 전시물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일 년 내내 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여 대중의 즐거움과 지구의 위대한 자연 경이 중 하나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면을 

더해 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나이아가라 폴스를 주지사의 중요한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이 주립 공원의 활성화는 우리 지역에 대한 

주지사님의 특별한 공헌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오늘의 기념행사에서 주지사의 뉴욕 파크스 2020(NY Parks 2020)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명소의 공개를 사전에 미리 축하하고 발표하기 위해 Kathy Hochul 

부지사는 지역사회와 그 리더들을 맞이했습니다.  

  

바람의 동굴(Cave of the Winds) 명소 사전 공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드우드 

데크(redwood deck)로 이어지는 세 개의 새로운 실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전 뉴욕 주립 공원 경찰 사무소(New York State Park Police office) 

뿐만 아니라 오래된 복합 건물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테마파크의 일반적인 편의 

서비스인 시간제한 티켓 발급을 통해 긴 대기 시간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시간제한 티켓은 방문 고객이 선호하는 방문 일정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의 

새로운 체험 기회를 통해 8 분마다 70 명의 방문 고객을 이동시킵니다. “드론 투 디 

에지(Drawn to the Edge)”는 방문객과 혁신가들이 나이아가라 폴스에 도착한 이유에 

관한 이야기와 아름다움과 힘이 공존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대화형 가상 전시물을 

제공합니다. “월드 체인지드 히어(World Changed Here)” 공간에서는 극장 상영용 영화 

및 오브제 극장은 조경가 Fredrick Law Olmsted 및 발명가 Nikola Tesla 처럼 유명한 

몽상가와 같은 사람들에게 관람객들을 소개하고 나이아가라 폴스에서의 작업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객들은 바람의 동굴(Cave of the Winds)과 허리케인 데크(Hurricane 

Deck)의 갑판으로 나이아가라 계곡(Niagara Gorge)을 175 피트 내려가기 전에 기념 

샌들 한 켤레를 받았을 때 “프리페어 포 파워(Prepare for Power)”를 하게 됩니다. 이 

데크가 시즌을 마감할 무렵, 이 공간은 비디오 월이 모든 시즌에 걸쳐 방문객들에게 

폭포를 보여주는 다목적실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전 공개 체험은 방문객들의 방문 

체험을 강화하고 더 오래 머물도록 권하면서 24 분 길이의 나이아가라 폴스의 종합적인 

역사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작년에 주립 공원(State Parks)은 바람의 동굴 보행자 플라자(Cave of the Winds 

Pedestrian Plaza)와 스테드맨스 블러프(Stedman's Bluff)를 개보수하기 위한 560 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바람의 동굴 보행자 플라자(Cave of the Winds 

Pedestrian Plaza)는 개보수된 푸드코트와 구내매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브라이들 

폴스 및 아메리칸 폴스를 내려다보는 스테드맨스 블러프(Stedman's Bluff)는 새로운 

포장재, 새로운 난간, 1895 년 나이아가라 폴스에서 최초의 교류 수력 발전소를 설계한 

발명가 Nikola Tesla 에 대한 법령의 새로운 본거지로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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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Cave of the Winds)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에 투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공원은 방문객들이 나이아가라 폴스에서의 방문을 즐기고 

이 지역의 관광 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DASNY)의 

Gerrard P. Bushell 청장 겸 최고경영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DASNY)은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을 방문하는 놀라운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과 파트너가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개보수 공사들을 통해 

웨스턴 뉴욕의 경제 발전이 동력을 얻어서 앞으로 수 세대 동안 방문객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Robert Ortt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의 동굴 파빌리온(Cave of the 

Winds Pavilion)의 개장은 나이아가라 폴스의 풍부한 역사를 기념하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일 년 내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어 이 파빌리온은 나이아가라 

폴스에 크게 필요한 관광 수입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경이로운 명소가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나이아가라 폴스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유지해야 합니다.”  

  

Angelo J. Morinell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의 동굴 

파빌리온(Cave of the Winds Pavilion)은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우기 위해 

나이아가라 폴스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는 장엄함의 핵심이자 매력적인 명소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이번 투자를 통해 우리가 뒷마당에서 얻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관해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주정부의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공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Cuomo 

주지사님, Hochul 부지사님, Harvey 커미셔너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시의 Paul Dyster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나이아가라 

폴스의 역사에 빛을 비추는 이 새로운 대화식 시설을 맞이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가장 최근의 투자 덕분에, 바람의 동굴 파빌리온(Cave of the Winds 

Pavilion)은 앞으로 수 세대 동안 수백만의 방문객들에게 세계의 경이로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데스티네이션 나이아가라 유에스에이(Destination Niagara USA)의 John Percy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관광지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일년 내내 

미국쪽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USA)에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연중 관광 명소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는 계속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동굴(Cave of the Winds)’ 파빌리온은 그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것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문객과 주민들이 교육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오락을 즐기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흥미로운 대화식 명소에 일 년 내내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 바람의 동굴(Cave of the Winds) 프로젝트는 7,000 만 달러 규모의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 활성화 계획의 일환입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 활성화 계획(Niagara Falls State Park revitalization plan)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 공원을 개선하고 디자이너 Frederick Law Olmsted 의 풍경에 대한 비전을 잘 

반영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실천해야 할 공약입니다. 이 계획은 루나 아일랜드, 

프로스펙트 포인트, 로우어 그로브, 쓰리 시스터스 아일랜드, 노스 쇼어라인 

트레일(North Shoreline Trail), 루나 브리지(Luna Bridge), 새로운 보행자 전용 도로를 

갖춘 테라핀 포인트, 조경 강화, 새로운 벤치, 가벼운 기둥 및 난간 등을 포함하여 이 

공원의 주요 볼거리 영역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의 뉴욕 

파크스 2020(NY Parks 2020) 프로그램에 따라, 주정부는 2011 년부터 2020 년까지 

주립 공원(State Parks)에 대한 9 억 달러 규모의 민간 및 공공 기금 활용을 다년간 

공약했습니다. 주지사의 2016-17 행정부 예산은 이 계획을 위해 1 억 2,000 만 달러를 

배정하였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은 뉴욕주와 미국의 보물입니다. 

1885 년에 세워진 이 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 공원으로 매년 900 만 명의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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