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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38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THACHER 파크파크파크파크 센터센터센터센터 기공기공기공기공 발표발표발표발표  

 

이이이이 센터는센터는센터는센터는 트레일트레일트레일트레일 탐방탐방탐방탐방, 바이킹바이킹바이킹바이킹, 록클라이밍록클라이밍록클라이밍록클라이밍, 케이빙케이빙케이빙케이빙 및및및및 환경환경환경환경 교육을교육을교육을교육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기회의기회의기회의기회의 

중심이중심이중심이중심이 될될될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계획도를계획도를계획도를계획도를 여기여기여기여기 및및및및 여기여기여기여기 에서에서에서에서 보십시오보십시오보십시오보십시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Albany 카운티의 Helderberg Escarpment에 있는 2500 

에이커의 공원을 탐방하기 원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근거지를 제공할 

380만 달러 예산의 프로젝트인 Thacher 파크 센터의 기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주립공원 시스템을 재활성화하고 탈바꿈시키려는 주지사의 NY Parks 2020 계획에서 

대표적 프로젝트입니다. 

 

“Thacher 주립공원은 주도지역을 위해 진정한 보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족과 

방문객들을 위해 접근성을 더욱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립공원들을 연중 매력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활동적이고 

새로운 레크레이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방문객들이 

모여서 배우고 Hudson Valley, Adirondacks, Green 및 Berkshire 산들의 파노라마 

광경을 즐길 수 있는 새 근거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인기있는 Indian Ladder 트레일을 위한 기점과 피크닉 장소 옆에 건축될 이 센터는 

방문객들을 확장된 트레일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바이킹, 록클라이밍, 케이빙, 환경 

교육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높은 로프 모험 코스를 포함하여 새로운 공원 

활동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 활동들은 이 공원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주지사가 발표한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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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0평방피트의 Thacher 공원 방문객 센터는 다음을 포함할 것입니다:  

 

• 방문객들이 공원의 확장된 트레일 네트워크와 기타 특징들을 알아볼 수 있는 

환영 안내 데스크; 

• 웅장한 로비 및 화석이 풍부한 공원의 지질학적 역사를 나타내는 전시물; 

• 예식 및 가족 단합 같은 특별 행사를 위해 예약할 수 있는1,340 평방피트의 

다목적 집합 공간;  

• 공중 화장실 및 공원 사무소; 

• 급경사면을 굽어보면서 방문객들이 공원의 극적인 광경에 몰입할 수 있는 노천 

파티오. 

 

뉴욕주 공원휴양지사적보존실(주립공원) 실장 Rose Harv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NY Parks 2020 계획은 우리 공원들을 개선하고 재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새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이러한 놀라운 장소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Thacher 공원은 신나는 변신을 거치고 있으며 Thacher 방문객 센터는 신규 및 

복귀 방문객들이 주도지역 풍경의 이 결정적 특징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근거지가 될 

것입니다.” 

 

센터의 기공으로 Thacher 방문객 센터를 위한 캠페인도 개시되어 구조물 자체를 위한 

주정부의 380만 달러 투자를 활용할 것입니다. 이 민간 모금 캠페인은 공원의 독특한 

지질, 자연사와 광대한 광경; 및 잘 선정된 공통 지역과 후원 토지를 소개할 첨단 전시 

설치물을 겨냥할 것입니다. Open Space Institute가 주도하는 Thacher 파크 센터를 위한 

캠페인은 100만 달러 모금 목표 중에서 주도지역 경제개발협의회를 통한 $220,000의 

매칭 보조금과 Trustco Bank의 $50,000 증여를 포함하여 $370,000를 모금하였습니다.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thacherparkcenter.org를 방문하십시오.  

 

상원의원 George Amedor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acher 공원은 주도지역 내의 

보석인데, 새 방문객 센터는 반가운 추가물로서 이 공원이 제공하는 광대한 휴양 시설을 

소개하고 더욱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 이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즐기도록 할 것입니다.”  

상원의원 Neil Bresl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신규 380만 달러 센터는 아름다운 

Thacher 공원으로 더욱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주립공원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시는 Cuomo 지사와 뉴욕주 공원휴양지사적보존실에 

박수를 보냅니다.”  

 

 



 

Korean 

하원의원 Patricia A. Fah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 세대의 주도지역 주민과 

뉴욕주민들에게 Thacher 공원은 우리 주립공원 시스템에서 보석이었습니다. 새 Thacher 

파크 센터를 건립하고 Emma Treadwell Thacher가 101년 전에 한 약속을 지속함으로써 

뉴욕주에 투자하신 주지사의 예지력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 센터로 앞으로 

오랫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환경 자산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원의원 Angelo Santabarbar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acher 공원을 위한 

주정부의 이 새 센터 투자는 관광객들을 우리의 숨은 보석으로 이끌고 이 엄청난 자연 

자산을 홍보할 것입니다. 본인은 Thacher 공원과 강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이 프로젝트가 공원을 위한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원의원 John T. McDonald II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acher 주립공원 센터를 

위한 주정부의 이 투자는 본인의 눈과 많은 사람의 눈에 우리 지역의 가장 풍부한 자원 중 

하나에 대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 같은 투자는 널찍한 공립공원에 중심성을 가져오며 

우리가 대표하는 지역을 위한 공공자금의 신중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주지사의 비전과 

뉴욕주립공원 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 프로젝트가 가까운 장래에 완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완공되면 일반 대중들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Albany 카운티 집행관 Daniel P. McCo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lbany 시장이었던 

John Boyd Thacher를 따라 명명된 Thacher 공원은 Albany 카운티, 그 주민들과 매년 

Helderberg Escarpment를 따른 Hudson 및 Mohawk 계곡의 숨막히는 광경을 즐기기 

위해 오시는 많은 방문객들에게는 보물입니다. 본인은 Thacher 파크 센터에 투자하신 

Cuomo 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 센터는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경험을 고양할 것입니다.” 

 

Open Space Institute의 부원장 겸 뉴욕 주립공원 프로그램 연맹 이사장 Erik Kullesei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acher 가족의 후한 유산으로부터 이 주도지구 보물을 

확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에 이르기까지 Thacher 공원은 여러 세대의 가족, 

연구자 및 보존주의자들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곳을 보존하기 위해 Open 

Space Institute는 지난 40년에 걸쳐 Helderberg 급경사면을 따라 1000여 에이커를 

보존하여 Thacher 공원의 규모를 배가하고 그 웅장한 광경 분수령을 보호해왔습니다. 

새로운 Thacher 파크 센터를 후원하기 위한 민간 모금 노력을 선도하면서 OSI는 

Thacher 공원을 위한 헌신을 새롭게 하며, 우리는 지역 주민들도 똑같이 새 Thacher 파크 

센터를 후원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Friends of Thacher State Park 총재 John Kilro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공원을 

후원하고 진흥하는 우리의 사명에 맞추어 Friends of Thacher State Park는 이 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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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캠페인을 Thacher 재활성화의 다음 중요한 단계로 포용합니다. 우리는 이 공원의 

진화에서 이 새 시대와 더욱 폭넓은 관람객들이 Helderberg Escarpment의 아름다움, 

지질 및 역사를 경험할 기회 증대를 환영합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서 뉴욕주는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선하려는 강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NY Parks 2020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2020까지 주립공원에 대한 민간 및 공공 자금 9억 달러를 활용하는 다개년 

약속입니다. 주지사의 2015-16 집행 예산은 이 이니셔티브를 위해 1억 1천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매년 300,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Thacher 공원은 전세계에서 화석이 가장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는 곳 중의 하나인 Helderberg 급경사면의 상부에 앉아 있으며, 수 마일의 

하이킹 및 바이킹 트레일, 가이드 동행 걷기 및 해설 프로그램, 놀이터, 피크닉 장소와 

Thompson’s Lake에서의 수영 및 캠핑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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