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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허드슨주립공원을허드슨주립공원을허드슨주립공원을허드슨주립공원을 건너는건너는건너는건너는 WALKWAY 양쪽에양쪽에양쪽에양쪽에 새새새새 관문관문관문관문 방문객방문객방문객방문객 센터를센터를센터를센터를 

건립하기건립하기건립하기건립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55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노력노력노력노력 발표발표발표발표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효율적효율적효율적효율적 관문에관문에관문에관문에 매점매점매점매점, 피크닉피크닉피크닉피크닉 및및및및 패티오패티오패티오패티오 공간과공간과공간과공간과 원형극장원형극장원형극장원형극장 마련마련마련마련 

 

동쪽동쪽동쪽동쪽 관문관문관문관문 완성도를완성도를완성도를완성도를 보려면보려면보려면보려면 여기를여기를여기를여기를 클릭하고클릭하고클릭하고클릭하고 서쪽서쪽서쪽서쪽 관문관문관문관문 완성도를완성도를완성도를완성도를 보려면보려면보려면보려면 여기를여기를여기를여기를 
클릭하십시오클릭하십시오클릭하십시오클릭하십시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허드슨주립사적공원을 건너는 Walkway의 동쪽과 

서쪽을 꾸밀 새 에너지 효율적 관문 방문객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550만 

달러 노력을 발표하였습니다. 두 관문은 미관, 방문객 경험 및 전반적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새 서비스 및 현대식 시설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주립공원에 대한 민간 및 공공 자금 9억 달러를 활용하여 야외 레크레이션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다개년 약속인 Cuomo 지사의 NY Parks 2020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우리 주립공원의 자연미는 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방문객들이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은 것을 탐방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에 더 많은 관광 달러를 주입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허드슨 Walkway 

프로젝트는 주민과 방문객들을 허드슨 계곡의 역사, 문화 및 레크레이션 기회에 더 잘 

연결함으로써 바로 그것을 할 것입니다. "본인은 누구나 이 공원에 오셔서 이 독특하고 

비길 데 없는 경치를 몸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Walkway의 동쪽에는 300만 달러 주정부 자금으로 Poughkeepsie시에 방문객 센터 

관문을 건립할 것입니다. 이 새 시설은 무개 및 유개 옥외 좌석, 새 매점, 휴식 및 특별 

행사를 위한 원형극장 좌석, 새로 개선된 간판, 향상된 조경, 용이한 접근을 위한 버스 

하차 장소, 공원과 새 화장실 출입자들을 위한 연결성을 개선할 업그레이드되고 

환경친화적인 Walkway를 마련할 것입니다. 

 

250만 달러 예산의 지속 가능한 서쪽 방문객 센터 관문은 Lloyd 타운에 위치하고 일련의 

태양광 패널에 의해 전기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푸드 벤더, 무개 및 유개 옥외 

좌석, 개 친화적인 분수대, 자전거 랙, 이전된 간판, 조경 및 새 화장실을 마련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이 프로젝트에 100만 달러를 투입하고, 나머지 150만 달러는 비영리 

Walkway Over the Hudson 친구 그룹이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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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설은 LED 등, 단열 건물 쉘, 첨단 난방, 환기 및 공조 장비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적인 

조치를 활용할 것입니다. 두 시설의 공사는 2017년에 시작될 것입니다.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Rose Harve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Walkway를 

방문하는 수 십만명을 위한 진정한 환영 경험과 집결 장소를 Walkway의 두 관문에서 곧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새 관문은 Mid-Hudson Valley의 관광과 야외 레크레이션을 

진흥하고 Dutchess Rail Trail, Hudson Valley Rail Trail 및 Poughkeepsie시와 Lloyd 타운 

커뮤니티들의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Cuomo 지사의 노력의 또 하나의 업적입니다. 이 

오래 기다려온 비전의 실현을 도와주신 비영리 Walkway Over the Hudson 친구 그룹의 

리더십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Walkway 집행이사집행이사집행이사집행이사 Elizabeth Waldstein-Hart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허드슨주립사적공원의 Walkway에 커다란 자원을 투자하신 Andrew Cuomo 지사, Rose 

Harvey 커미셔너 및 뉴욕주 정부에 매우 감사합니다. 2009년에 개장한 이래 짧은 시간에 

Walkway State Park는 Poughkeepsie시 부흥에 크게 기여하였고 Mid-Hudson Valley가 

국제적 관광 명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Dutchess 및 Ulster 카운티에 있는 공원의 두 

정문 도로에서의 방문객 편의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이 투자는 우리 경제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주정부의 굳건한 약속을 대변합니다."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Sue Serino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유서 깊은 Walkway Over the 

Hudson은 전세계에서 우리 커뮤니티로 방문객을 끄는 진짜 보석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 관광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양쪽의 새 관문에 투자하는 것은 

상징적으로서 주정부가 우리 지역의 관광을 지속적으로 진흥하고 우리 지역을 더욱 

튼튼히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Hudson Valley가 세계적 

수준의 명소라는 오랜 전통을 지속하도록 하는 주지사의 집념에 감사합니다."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George Amedore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같같같이이이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Walkway Over the Hudson은 

세계적 수준의 명소로서 가깝고 먼데에서 Hudson Valley의 자연미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을 끕니다. 오늘 Cuomo 지사가 발표한 투자는 경험을 더욱 개선하고 지역 

전체의 관광 및 경제 성장을 진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Frank Skartado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새로운 관문 방문객 센터는 

뉴욕주립공원을 재활성화하려는 Cuomo 지사의 비전을 대변합니다. Walkway Over the 

Hudson의 입구 개선을 위한 이 상당한 투자는 방문객들에게 새 서비스와 현대식 시설을 

제공하여 Hudson Valley의 관광을 진흥하고 경제성장을 촉발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리 지역이 그 완전한 잠재력을 달성하도록 꾸준히 도와주신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Dutchess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관집행관집행관집행관 Marcus Molinaro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Hudson 

Valley는 Hudson River와 주변 지역의 자연미를 체험하기 원하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명소인데 Walkway over the Hudson은 우리 관광 산업을 위한 놀라운 

매력이었습니다. 이 투자는 그것이 지역을 위한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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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본인은 이 지역의 자연미를 홍보하기 위한 주지사, Serino 및 Amedore 

상원의원과 우리 하원의원들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본인은 이 프로젝트의 추진을 보니 

흥분됩니다." 

 

Ulst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집행집행집행관관관관 Mike Hei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Walkway 시설 

확장을 보니 신이 납니다. Ulster 카운티는 Walkway over the Hudson을 Ashokan 

저수지에 연결하는 세계적 수준의 레일 트레일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Hudson Valley를 쉽게 접근 가능한 놀라운 4계절 관광 명소로 더욱 다질 

것입니다." 

 

Poughkeepsie 시장시장시장시장 Rob Roliso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Walkway Over the 

Hudson은 이미 관광면에서 Poughkeepsie를 위한 엄청난 자산이 되었는데 Hudson 

Valley의 경치를 즐기려는 모든 분들의 경험을 개선함으로써 그 가치는 계속 늘어만 날 

것입니다. 이제 매년 이 장소를 방문하는 수 십만 명의 사람들은 기대해온 현대식 시설과 

서비스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이 새 시설이 우리 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여주신 Cuomo 지사의 리더십에 감사합니다.” 

 

Lloyd 타운타운타운타운 감독관감독관감독관감독관 Paul Hansut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Walkway Over the 

Hudson을 건너면서 보는 경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데 이 새 관문 방문객 센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Lloyd를 방문하여 Hudson Valley를 체험할 것입니다. 이 관광 

진흥으로 방문객들이 Lloyd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것을 몸소 

봄에 따라 우리 경제의 나머지에도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Cuomo 지사의 노고가 

없었다면 이 중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감사는 그에게로 갑니다.” 

 

Dyson Foundation 이사장이사장이사장이사장 Rob Dyso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허드슨주립공원의 

Walkway는 차이를 극복하고 협력하여 위대한 일을 성취한 역동적 곻공-민간 파트너십 

때문에 건설되었습니다. Cuomo 지사와 Rose Harvey 커미셔너의 리더십 덕분에 

Walkway를 건설한 파트너십 정신이 오늘에도 살아있습니다. Walkway State Park에 새 

관문 방문객 센터를 건립하려는 주정부의 의사는 이 공원과 뉴욕주 전역의 다른 

공원들에 대한 투자가 우리 관광 경제를 확대하고 Mid Hudson 지역이 우리 모두가 

감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건전한 투자임을 과시합니다.” 

 

허드슨 주립사적공원의 Walkway는 허드슨강 표면에서 212피트 위에 있고 길이는 

1.28마일 (6700피트)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길고 높은 보행자용 다리입니다. 이 공원은 

보행자, 하이킹족, 조깅족, 사이클리스트 및 장애인들에게 Hudson River의 숨막히는 

경치를 위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Dutchess Rail Trail과 Hudson Valley Rail Trail을 

연결합니다. 이 공원은 해설 간판과 Talkway Over the Walkway 셀폰 투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해의 Walkway Marathon Race Series가 6월 12일 일요일에 돌아옵니다. 5K, 

하프 또는 풀 마라톤에서 2500명 러너들과 함께 Walkway와 Hudson Valley의 

아름다움에 경탄하십시오.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www.walkwaymarathon.org에서 

가용성을 체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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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Walkway 수변 엘리베이터가 개통되어 높은 공원으로부터 Waryas Park와 

새로운 Upper Landing Park를 포함하여 Hudson River 연변으로의 직접 연결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Poughkeepsie 기차역으로 직접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을 쉽게 하고; 장애인들을 위해 교량 중앙의 공원에 다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뉴욕주는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NY 

Parks 2020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주립공원에 대한 민간 및 공공 자금 9억 달러를 

활용하는 다개년 약속입니다. 금년에 뉴욕주는 국립공원국의 “Every-Kid-in-a-Park” 

패스의 수용을 통해 4학년생과 그 가족들이 모든 주립공원 및 사적지에 무료 입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새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타이틀 1 학교 학생들이 주립공원 

및 사적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저가 교통편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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