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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연방 정부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과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를 계속 개방하기 위해 주정부가 

개입한다고 발표  

  

2013년과 2018년 1월에 발생한 이전의 연방 정부 페쇄 기간처럼  

 주요 명소를 계속 걔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방 정부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과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를 계속 개방하기 위해 

주정부가 개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기간 동안 2013년과 지난 

1월에 발생한 연방 정부 페쇄 기간처럼, 자유의 여신상 국립 기념관(Statue of Liberty 

National Monument)과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를 방문객에게 개방하기 위해, 

주정부는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에 매일 65,000달러의 인건비 및 운영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과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는 내일 개방되며, 기상 조건이 허락하는 한 12월 25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Trump 대통령의 혐오스러운 분열의 

상징이 뉴욕주와 미국의 가치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명소들을 폐쇄하도록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워싱턴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연방 정부가 폐쇄되었던 시기에 우리가 이미 

수행한 바와 같이, 이 혼돈의 시기에 전 세계인이 우리의 힘과 희망을 목격할 수 있도록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과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를 개방할 것입니다.”  

  

연방 정부의 폐쇄가 지속되는 동안,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와의 협의에 따라 

주정부는 공원 재개방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이 공원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대중에 

완전히 개방합니다. 주정부는 공원을 운영하는 동안 매일 연방 정부에 65,000달러를 

지불할 것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국립 기념관(Statue of Liberty National Monument) 및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가 뉴욕주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방문객 450만 명이 리버티 아일랜드(Liberty Island)에서 2억 6,320만 달러를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agreement-federal-government-reopen-statue-liberty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york-state-reopen-statue-liberty-and-ellis-island


 

 

지출했으며, 그 수익으로 3억 6,400만 달러의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일자리 3,400 개가 

유지되었습니다.  

 

공원을 방문하는 평균 일간 방문객 12,000 명의 입장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한 연방 

정부의 폐쇄는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과 에블린 힐 주식회사(Evelyn Hill, 

Inc.)를 포함하여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과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의 900 

명이 넘는 고용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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