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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의 자유 여신상과(STATUE OF LIBERTY) 엘리스 아일랜드 

재개방 발표  

  

주 광광업 예산으로 완전히 지원받은 자유 여신상과 엘리스 아일랜드 내일부터 재개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자유 여신상과 엘리스 아일랜드를 재개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연방정부의 운행 중지로 하여 뉴욕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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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을 전액 지원하여 자유 여신상 유적지와 엘리스 아일랜드가 방문객들에게 개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공원은 내일 재개방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 여신상은 우리에게 있어 자유와 기회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방정부의 기능 장애로 이곳 운행을 중지하는 것은 심각하게 

불공정한 것입니다. 이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자유 여신상을 폐쇄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뉴욕은 항상 우리나라를 실제로 위대한 국가로 만든 

핵심 가치를 지지합니다. 뉴욕주는 워싱턴 정부가 자유 여신상을 폐쇄한다는 독설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뉴욕주가 자유 여신상을 계속하여 개방함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연방정부의 무기능은 이곳을 상징적으로 폐쇄하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자유라는 문자 그대로 계속 개방할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의 John J. Flanagan 다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 여신상은 

국제적인 상징이며 희망의 불빛입니다. 또한 이곳은 우리주와 전국의 대문 역할을 하는 

관광명소의 하나입니다. 뉴욕의 민주당과 공화당원들은 연방 차원에서의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에 상관없이 이곳이 폐쇄되지 않고 계속 관광객과 기타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한 주정부 협력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Carl Heastie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 여신상은 전 세계인에게 희망과 기회의 

불빛으로 빛났으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번 

연방정부의 운행 중지 기간 Trump 대통령의 혐오스러운 정책에 맞서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게끔 뉴욕에서 우리가 한 역할과 여전히 개방된 자유 

여신상에 자랑을 느낍니다.”  

  

연방정부의 운행 중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Cuomo 주지사와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장관 Ryan Zinke의 협의대로 주정부에서 공원 재개방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이 공원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대중에 완전히 개방합니다. 주정부는 공원을 

운영하는 동안 매일 연방 정부에 65,000달러를 지불할 것입니다.  

  

자유 여신상 유적지와 엘리스 아일랜드는 뉴욕주에 중요한 경제적 영향을 줍니다. 국립 

공원 관리청의 연례 보고에 따르면 2016년에 450만 명의 방문객이 리버티섬(Liberty 

Island)에 방문하여 연간 2억 6,320만 달러의 관광 수입을 올렸으며 3억 6,400만 달러의 

경제 생산량을 가진 3,4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루에 공원을 방문하는 10,000여 명의 방문객 입장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한 정부 

운영 중지는 국립공원관리청과 에블린 힐 회사(Evelyn Hill, Inc.)를 포함하여 자유 여신상 

공원과 엘리스 아일랜드에 900개 이상의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섬으로 

가는 연락선을 제공하는 Statue Cruises는 탑승객이 50~70% 줄었으며 회사는 현재 

200개 일자리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13년의 연방정부 운영 중지 기간에도 Cuomo 주지사는 이번과 비슷한 협의를 이루어 

내어 주 관광업 예산으로 자유 여신상을 재개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Statue Cruises의 최고 운영 책임자 Mike Burk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Cuomo 

주지사는 연방정부 운행 중지 기간에 방문객들이 자유 여신상을 볼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일상의 관광업무를 위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나섰습니다. 저는 

방문객과 관광업에 의존하는 사업체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게 한 주지사의 신속하고 

결단성 있는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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