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주립 공원(WALKWAY OVER THE HUDSON 

STATE PARK)의 얼스터 웰컴 센터(ULSTER WELCOME CENTER) 개관 발표  

  

다목적 시설로 프로그램, 이벤트, 휴식의 기회가 생길 예정  

  

해당 개선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의 첫 목적지로서 

워크웨이의 위치가 확고해질 것  

  

웰컴 센터 사진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주립 역사 공원(Walkway 

Over the Hudson State Historic Park)으로 가는 서쪽 관문에서 540만 달러 규모의 

얼스터 웰컴 센터(Ulster Welcome Center)가 개관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다목적 

시설은 2020년까지 다년간 민간 및 공공 기금 9억 달러를 모으는 공약인 Cuomo 

주지사의 뉴욕 공원 2020 계획(NY Parks 2020 initiative)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주립 역사 공원(Walkway 

Over the Hudson State Historic Park)은 주가 가진 멋진 보물 중 하나이며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와 그 너머에 장엄하고 만곡을 이루는 풍경이 있습니다. 새로운 

얼스터 웰컴 센터(Ulster Welcome Center)는 워크웨이(Walkway) 서쪽 끝에 도착하는 

수천 명의 방문객이 통과하는 관문이 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의 중심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공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독특하며 

독보적인 풍경을 경험하시길 권장합니다.”  

  

로이드 타운에 있는 3,500제곱피트 규모의 방문자 센터 및 광장은 다음을 갖추었습니다.  

 

•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 및 프로그램용 새 광장 및 원형 극장,  

• 1,400제곱피트 규모의 지붕이 있는 파티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Ulster_Welcome_Center_Walkway_Over_the_Hudson_Park.pdf


 

 

• 방문자 순환 개선, 새롭게 개선된 신호체계, 향상된 조경, 접근이 쉬운 버스 하차 

장소, 공원에 입, 퇴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결성을 개선할 업그레이드되고 환경 

친화적인 오솔길,  

• 매점 및 공중 화장실.  

  

새 시설은 최신 에너지 효율 측정을 활용합니다. 태양 전지판으로 전력을 얻는 LED 조명, 

단열 처리된 건물 외부 구조, 현대식 난방, 통풍, 에어컨 장비가 이에 포함됩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웰컴 센터는 

대규모 연결 지점(Great Connector)으로서 워크웨이(Walkway)의 전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식사 및 휴식할 수 있는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얼스터 

웰컴 센터(Ulster Welcome Center)는 방문자들이 더 오래 머물며 워크웨이(Walkway)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의 볼거리를 탐험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과 모든 협력사들이 지속적으로 이 독특한 공원을 개선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단체(Walkway Over the Hudson Organization)의 Elizabeth 

Waldstein-Hart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워크웨이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공원(Walkway Over the Hudson)의 짧지만 뛰어난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 단계를 

나타냅니다. 아름답게 설계 및 건설된 웰컴 센터 및 입구는 2009년 워크웨이(Walkway)를 

개방할 때 계획되었습니다. 얼스터 웰컴 센터(Ulster Welcome Center)가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고 흐뭇합니다. 이 공원 및 기타 중요 공원 개선에 상당한 기금을 

기부하셔서 도움을 주신 많은 기부자 및 지원자들께 감사드립니다.”  

  

George Amedore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공원(Walkway Over the Hudson)은 근처 및 먼 곳의 거주민 및 방문객에게 허드슨 

벨리(Hudson Valley)의 자연미를 즐기는 장소로 인기가 있습니다. 최신의 에너지 

효율적인 웰컴 센터(Welcome Center)와 이벤트 공간은 워크웨이(Walkway)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며 이 지역 전역에 관광업과 경제 

성장을 늘리고자 하는 우리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Sue Seri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공원(Walkway Over the Hudson)은 세계 정상급 명소이며 매년 여행자들 및 주민 수천 

명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 웰컴 센터는 방문객의 기회를 늘리고 허드슨 벨리(Hudson 

Valley)의 첫 목적지로서 워크웨이(Walkway)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됩니다. 

오늘 웰컴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아름다운 여름 시즌에 아주 적절한 날입니다. 우리는 

거주민과 여행자들 모두가 웰컴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Didi Barret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공원(Walkway Over the Hudson)은 많은 지역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 지역들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자연, 문화, 농업적 보물입니다. 새로운 웰컴 센터는 이미 전례 

없는 매력을 가진 다리에 또 다른 매력을 더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관광 경제를 오랫동안 

지지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유서 깊은 허드슨 벨리(Hudson Valley)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주신 주지사님과 Rose Harvey 커미셔너께 감사드립니다.”  

  

얼스터 카운티의 Mike Hei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6년,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공원(Walkway Over the Hudson) 및 얼스터 카운티의 허드슨 벨리 레일 

트레일(Hudson Valley Rail Trail)은 레일 트레일 명예의 전당에 포함되었습니다. 거주민 

및 방문객 모두 워크웨이(Walkway)에서부터 하이랜드 마을, Franny Reese 주립 공원, 

하이랜드 랜딩(Highland Landing)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길을 즐기실 수 있으며 곧 뉴 

팔츠, 로젠데일 및 그 너머의 주요 연결지점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사계절이 

아름다운 명소이며 얼스터 카운티는 방문객들을 환영합니다. 허드슨 벨리(Hudson 

Valley) 전 지역은 10억달러 이상으로 우리 관광 경제를 성장시키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새로운 웰컴 센터는 확실히 가치있는 편의 시설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로이드 타운의 Paul Hansut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벨리 레일 

트레일(Hudson Valley Rail Trail)이 워크웨이(Walkway)에서 나머지 얼스터 카운티 레일 

트레일 체계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 서부까지 연결하는 지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새로운 얼스터 웰컴 센터(Ulster Welcome Center)는 방문자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워크웨이(Walkway) 및 뉴욕 공원 체계(NYS Parks 

system)와 협력하여 레일 트레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7월 4일 불꽃놀이 

행사(Fireworks Spectacular) 같이 인기 있는 공공 이벤트를 열게 되어 기쁩니다.  

  

Mike Oates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Walkway Over the Hudson) 이사회 의장이자 

허드슨 벨리 경제 개발 조합(Hudson Valle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HVEDC)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1889년 포키프시-하이랜드 

레일로드 브리지(Poughkeepsie-Highland Railroad Bridge)가 카운티 서부에서 동부 

제조사까지 원자재를 나르는 중요 연결 지점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공원(Walkway Over the Hudson)은 그와 똑같이 중요한 현대식 경제 및 관광업의 

연결 지점이며, 얼스터 카운티 지역사회와 뉴욕주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에 늘어선 지역들을 연결합니다. 매년 약 60만 명의 방문객이 오는 

워크웨이(Walkway)는 뉴욕주, 허드슨 벨리(Hudson Valley), 다리 양쪽에 있는 지역 

사업체에 중요한 경제 및 관광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얼스터 웰컴 센터(Ulster 

Welcome Center)는 워크웨이(Walkway)를 방문하는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John Storyk 워크웨이 편의 시설 위원회(Walkway's Amenities Committee) 의장 겸 

워터스-스토릭 디자인 그룹(Walters-Storyk Design Group)의 설립 파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기관 및 뉴욕주 기관, 마이어 건설회사(Meyer Construction 

Corporation) 및 사라토가 연합(Saratoga Associates)과 얼스터 웰컴 센터(Ulster 



 

 

Welcome Center)를 설계부터 완공까지 함께 작업한 것은 영광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 창의적 작업에 투자했으며 건물과 조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 노력이 워크웨이(Walkway) 방문자들을 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개관이 대중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어 기쁘며 더치스 웰컴 센터(Dutchess Welcome 

Center)의 완공을 고대합니다.”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주립 역사공원(Walkway Over the Hudson State Historic 

Park)은 강 표면에서 212피트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6,700피트(1.28마일) 길이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행자 다리입니다. 매년 50만 명의 방문자가 공원에 오고 있으며 

보행자, 등산객,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장애인들은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의 환상적인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워크웨이(Walkway)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일몰까지 개방됩니다.  

  

내년 봄, 두 번째 웰컴 센터인 더치스 웰컴 센터(Dutchess Welcome Center)가 

워크웨이(Walkway) 동부 진입로에서 2019년 공원 개방 10주년 기념에 맞추어 개관할 

예정입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야외 레크리에이션 이용성을 개선하고 늘리려는 Cuomo 

주지사 활동의 일환입니다. 주지사의 뉴욕 공원 2020(NY Parks 2020)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민관 기금으로 9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다년간에 걸친 공약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뉴욕시에서 캐나다, 올버니에서 버펄로까지 새로운 트레일과 기존의 

지역 트레일을 750마일 길이의 자전거 및 도보 경로로 연결하는 Cuomo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계획(Empire State Trail initiative)을 보완합니다. 

워크웨이(Walkway)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에 있는 주요 연결 

지점으로, 허드슨 벨리 레일 트레일(Hudson Valley Rail Trail)을 더치스 레일 

트레일(Dutchess Rail Trail)과 연결합니다. 로이드 타운 및 얼스터 카운티는 허드슨 벨리 

레일 트레일(Hudson Valley Rail Trail)을 서쪽으로 추가 2마일 확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중이며 올해 가을에 완성될 이 프로젝트로 트레일은 299루트에서 끝나게 됩니다. 

뉴욕주는 이번 가을에 299루트에서 뉴 팔츠를 따라 트레일을 2마일 확장하고 추가 

2마일의 도로 포장을 개선하여 뉴 팔츠 다운타운에 있는 월킬 벨리 레일 트레일(Wallkill 

Valley Rail Trail)에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 표지판 신호체계가 워크웨이(Walkway)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엠파이어 트레일(Empire Trail)을 완공하기 위하여 약 350마일의 새로운 

또는 개선된 트레일이 생길 예정입니다. 750마일 길이의 트레일 중 70퍼센트는 비포장 

도로일 예정입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매년 7,10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250곳이 넘는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골프 코스,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 연구에 

https://parks.ny.gov/publications/documents/NYParks2020UpdateReport.pdf
https://www.ny.gov/programs/empire-state-trail


 

 

따르면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은 공원 및 방문객 지출로 50억 달러를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수익으로 약 54,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휴양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518-474-0456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http://www.parks.ny.gov/를 방문하십시오. 또는 페이스북(Facebook)에서 

저희와 관계를 맺으시거나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트위터(Twitter)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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