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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사상 최고의 방문객 7,400 만 명이 2018 년에 주립공원을 방문했다고
발표

공원 시스템 재활성화로 인해, 방문객이 꾸준하게 늘어나여 작년에 비해 250 만 명 증가
주립공원 방문은 2011 년 Cuomo 주지사 취임 이후 28 퍼센트 증가
공유가 가능한 새로운 엠파이어 패스(Empire Pass)로 인해 판매약이 31 퍼센트 증가하여
새로운 기록 수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립공원, 유적지, 캠핑장, 트레일 등의 뉴욕 시스템이
2018 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약 7,400 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이정표는 방문객이 7 년간 꾸준히 성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2011 년 주지사
취임 이후 28 퍼센트 또는 1,620 만 명의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공원은 뉴욕 관광 경제의 중심으로,
전세계로부터 방문객을 끌어들여 우리의 위대한 뉴욕주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탐방하게
합니다. 공원 2020(Parks 2020) 이니셔티브 및 기타 공원, 캠핑장, 역사 유적의 보존 및
현대화를 위한 주요 투자를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고,
우리의 가족들이 뉴욕에서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뉴욕 최대의 주립공원
앨러게니에서 겨울 캠핑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인
나이아가라 폭포를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저는 이러한 보석같은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뉴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과 상징적인
사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방문객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에도 이러한 성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주립공원 (New York State Parks) 방문객은 전년대비 4 퍼센트 증가했고, 총 방문객
수는 7,150 만 명에서 7,410 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향후 개선 계획은 주지사의 뉴욕
공원 2020 계획(NY Parks 2020 Plan)을 통해 진행되며, 지속적으로 건강한 실외 활동을
지지하고 가족 및 방문객들이 주 전역의 공원을 방문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2018 년 존스
비치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에 새로운 브로드워크 카페(Boardwalk Café)가

문을 열었고, 방문객 수는 43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왓킨스 글렌
주립공원(Watkins Glen State Park)의 주차장 출입구 개선으로 방문객이 24 퍼센트
증가했고,그린 레이크스 주립공원(Green Lakes State Park)에 새로운 교육 센터를 열어
방문객이 33 퍼센트 늘어났습니다.
또한 가족 간 공유가 가능한 엠파이어 패스 카드(Empire Pass Card)라는 간편한
선택지가 등장해 신규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앞유리 부착형
스티커가 아닌, 지갑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의 새로운 카드형 패스로, 특정 차량을
이용해야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조부모, 보호자 및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립공원은 2018 년 엠파이어 패스(Empire Passes)를 102,000 매 이상
판매하여, 2017 년 대비 판매액이 31 퍼센트 증가했고, 기록적 판매액을 달성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뉴욕주립공원 (New York State Parks) 방문객들은 뉴욕 주립공원 최대
규모인 브루클린의 셜리 크리스홀름 주립공원(Shirley Chisholm State Park) 등 더욱
많은 개선 및 새로운 내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우스윅 비치
주립공원(Southwick Beach State Park)의 새로운 목욕시설 및 컨세션 빌딩, 퍼플 하트
명예의 전당(Purple Heart Hall of Honor) 확장 공사, 존스 비치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의 새로운 에너지 및 자연 교육 센터,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의 새로운
웰컴센터, 나이아가라 고지(Niagara Gorge)의 트레일 개선 등 공원 시설 공사가
완료됩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Erik Kulleseid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공원과 역사
유적지는 문화와 유산으로 사람들을 연결하여 주 전역의 지역사회를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주립공원을 개선 및 발전시킨 Cuomo 주지사의 이니셔티브에 감사드립니다.
주립공원 시스템이 계속재활성화 및 현대화되면서, 저희는 더욱 많은 방문객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야외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향상시키고
확대하기 위해 역사적인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뉴욕 공원 2020
프로그램(NY Parks 2020 program)은 뉴욕주립공원의 재활성화를 위한 다개년
공약입니다. 2019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iscal Year 2019 Executive Budget)에는 이
프로그램 지원금 11,000 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주립공원 네트워크와
보호대상인 열린 공간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뉴욕주의 실외 활동 경제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 지원은 우리의 주립공원과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자원을 개선 및 업그레이드 하려는 주의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새로운 야외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보호할 것입니다. 동시에,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강력하고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태풍에 대비하여 주의 탄력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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