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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개의 중 주립공원의 무료 Wi-Fi 제공에 대해 발표
주지사 4개의

공공-민간 제휴로 일부 공원에서 1800만 방문객들에게 인터넷 사용 기회를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Niagara Falls, Jones Beach, Saratoga Spa 및 East River 주립 공원의
방문객들에게 Wi-Fi 네트워크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4개 공원에서는
매년 18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이는 전체 뉴욕 주립공원 시스템의 방문객 중 30%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유적지 보호
담당실(주립공원), Toyota, American Park Network 사이의 제휴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Niagara Falls에서 Jones Beach에 이르기까지 뉴욕주에는 세계적 수준의 공원이
많으며 이러한 주요 공원에서 Wi-Fi 액세스를 시작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어느 때보다 편리하게
뉴욕을 관광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야외활동 장소에서 Wi-Fi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즐기고 관광산업도 활성화하며 지역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행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모든 뉴욕 주민들이 뉴욕주의
독특한 공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립공원의 Rose Harvey 국장은 “Cuomo 주지사의 지도록 하에 21세기를 위한 주립공원을 새롭게
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Toyota 및 American Park Network와 제휴하여 이렇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원 방문객의 경험을 향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WiFi를 사용하여 사진을 친구와 가족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앱과 지도를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주립공원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h, Ranger! Wi-Fi™라고 하는 이 무료 서비스는 Toyota Prius Plug-in Hybrid의 후원으로 제공되는
시범 프로그램입니다. 설치를 포함한 모든 장비는 주립공원, Toyota, American Park Network 사이의
공공-민간 제휴 결과로서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주립공원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원에 대한 개선을 지속함으로써 향후 Wi-Fi 설치를 추가적으로 하는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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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방문객에게 무료 인터넷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Oh, Ranger! Wi-Fi™는 공원
방문 패턴을 더욱 잘 모니터링하고, 향후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자원봉사를
홍보하고, 뉴욕 주립공원을 후원하는 National Heritage Trust와 같은 제휴 그룹을 지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oyota Motor Sales U.S.A의 전통 및 디지털 미디어 담당 전국 책임자인 Dionne ColvinLovely씨는”American Park Network 및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유적지 보호 담당실과 제휴하여
Oh, Ranger! Wi-Fi™를 매년 주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립공원과 그 방문객의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것은 Toyota Prius Plug-in Hybrid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중요한 공원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도움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이번 기회를 크게 반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여 공원의 방문객들은 2가지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Wi-F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스마트 장치에서 사용 가능한 Wi-Fi 네트워크 중에서 “Oh, Ranger! Wi-Fi™”를 선택한 후 표준 이용
약관을 수락하기만 하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됩니다. Jones Beach에서 새로운 Wi-Fi 연결을
시연하는 것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American Park Network의 출판인 겸 최고 편집자인 Mark Saferstein씨는 “Toyota와 뉴욕 주립공원
담당실과 같은 협력적인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보람찬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변화를 주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립공원을 차세대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정말 기쁘며 이렇게 특별한 곳을 미래 세대가 앞으로도 잘 관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pen Space Institute의 Alliance for New York State Parks Program의 행정 책임자인 Erik Kulleseid씨는
“오늘 발표는 창의적인 제휴가 방문객의 전반적 경험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무선 서비스를 통해 공원의 이용 경험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Cuomo 주지사가
주립공원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복원하며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고 친숙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Parks & Trails New York의 행정 책임자인 Robin Dropkin씨는 “뉴욕 주립공원은 10년 사이에 최다
방문객을 기록하며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에서 무료 Wi-Fi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뉴욕의 상징적인 공원 시스템은 21세기를 계속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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