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6년 7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 레치워스 주립공원의 험프리 네이처 센터 개관 및 명명 발표 

 

자선가 피터 험프리(Peter G. Humphrey)의 이름을 따서 네이처 센터 명명; 연중 최신 전시회 

제공  

 

제니시오의 뉴욕 주립대학(SUNY Geneseo)에서 5년 협력 계약의 일환으로 교육과 연구 기회 

제공  

 

경제 성장과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지역의 성공적인 북부 활성화 계획인 “핑거호 

포워드(Fingers Lakes Forward)”에 대한 프로젝트 보완 

 

험프리 네이처 센터의 최신 고해상도 사진은 여기와 여기를 클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여 레치워스 주립공원의 험프리 네이처 

센터가 연중 85만 이상의 방문객들에게 개방함을 알렸습니다. 이 네이처 센터는 정부-민간 

합작으로 레치워스 주립공원 부지에 4계절 교육용 시설로 설치하게 되었으며 다년간에 거쳐 

시행하는 9억 달러의 민간과 공공 자금으로 주립공원을 활성화하는 Cuomo 주지사의 NY 

Parks 2020 프로그램으로부터 355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네이처 센터는 꾸준한 

모금활동을 통하여 주립공원이 이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320만 

달러의 민간 투자금과 기금을 확보하는 데 헌신한 자선가 피터 험프리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습니다. 

 

“호수의 깨끗함으로부터 산책로의 아름다움으로 수상을 받은 레치워스 주립공원은 해마다 

찾는 수백만의 방문객들에게 멋진 야외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말입니다. 험프리 네이처 센터는 험프리 가족들의 후한 인심이 가능하게 만든 정부-민간 

협력의 보람있는 산물입니다. 공원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그들이 

화려하고 혁신할 때 우리의 삶도 따라서 화려해집니다. 네이처 센터에 대한 최신의 개조는 

방문객들을 지속하여 유치하고 핑거호 경제에 더 많은 관광수입을 안겨줄 것입니다. 

 

2015년에 레치워스 주립공원은 2015 유에스투데이(USA TODAY)의 베스트 주립공원 

부문에서 독자 선정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인상적인 경치와 지형 및 14,350에이커 면적의 

공원을 가로 지르는 66마일의 등산로로 유명한 공원은 또한 세 개의 주요 폭포와 협곡을 

흐르는 17마일의 제네시강으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LetchworthStatePark_NatureCenter_2.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LetchworthStatePark_NatureCenter_1.pdf
http://www.10best.com/awards/travel/best-state-park/
http://www.10best.com/awards/travel/best-state-park/


 

새로 단장한 험프리 네이처 센터는 공원에 안내 표시가 된 산책로, 투어, 여름 강의 시리즈, 

급류 래프팅, 카약, 실내와 실외 수영 등 다양한 교육용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며 직접 체험하는 최신 전시뿐만 아니라 학습과 서비스의 기회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신 디자인 

5,000제곱피트 면적의 최신 친환경 디자인은 LED와 자연광을 조화시키고 고효율의 냉난방 

통풍 시스템, 복사열과 빗물 웅덩이는 새로운 “나비 정원”의 관개로 사용되는 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처 센터는 미국 장애인법 표준에 도달하였으며 회의실과 교실 공간 

확장, 방문객들이 야외에서 공원 산책로를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등이 

포함됩니다. 

 

방문객들은 조류와 벌레, 나무와 송어, 나비, 사슴, 자연 식물 및 이들이 공원 생태계에 

미치는 중요성으로부터 자연을 배우고 안내 표시를 따라 걷는 산책 및 등산, 나침판 

코스에서의 길 찾기 체험, 자연 관련 미션을 통하여 자연의 난제 해결에 참여하는 등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프로그램, 기술 및 레크레에이션 활동은 방문객들이 이 대표적 공원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역사, 지질 및 환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네시구 주립 공원 위원회 회장 Peter G. Humphr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레치워스 주립공원에 대한 한 세기 넘는 관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분명히 모든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이 네이처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어 기뻐할 것입니다. 험프리 가족들 전체를 대표하여 저는 레치워스의 독특한 

자연미에 어울리는 이 놀라운 새 시설을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게 힘을 합친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험프리 가족 유산 

험프리 가족에게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풍부하고 뿌리 깊으며 휘황한 전통을 유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험프리 가족의 세 세대가 주립공원 시스템 특히는 레치워스 주립공원의 장생과 

보존에 성공적으로 일해왔습니다. 1995년에 Peter G. Humphrey는 그의 할아버지인 Wolcott 

Humphrey 시니어에 의해 공동 창립되고 회장직을 맡았으며 그의 아버지 Wolcott Humphrey 

주니어가 이어받았던 제네시 주립공원 위원회의 회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제네시구 공원 위원회와 레치워스 네이처 센터 캐피탈 캠페인의 회장을 겸임하고 험프리 

가족의 전통을 이어받은 Peter Humphrey는 센터의 비전이 현실로 되는데 필요한 나머지 

자금 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금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SUNY Geneseo 총재 Denise A. Battl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레치워스 네이처 

센터가 드디어 현실로 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기쁘며 SUNY Genesoe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공식 파트너로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은 방문객들이 이 인상적인 

주립공원에 관하여 알아가는 목적지일 뿐만 아니라 제니시오 학생들에게 그들의 대학 



생활을 풍부하게 할 수많은 배움과 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네이처 센터 

개발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SUNY Geneseo 5년 협력관계 

지난해에 레치워스 주립공원과 제니시오의 뉴욕주립대학교는 레치워스 주립공원의 험프리 

네이처 센터에서 더 훌륭한 실습 교육 경험과 연구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였습니다. 5개년 협조 계약의 일환으로 대학은 센터에서의 교육 기회, 연구, 환경 복원 

및 보전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전시를 개발하고 파악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첨단 교실, 나비 

생태 가든과 이 공원의 풍부한 자연 다양성을 설명하는 전문화된 전시물들을 이용할 

것입니다. 

 

주 상원의원 Patrick Galliva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자연의 장엄함을 가장 

잘 보존하는 도시의 본고장입니다. 수많은 야외 레크레에이션과 비교할 수 없는 풍경을 

제공하는 레치워스 주립공원이 작년에 국가로부터 상을 받은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네이처 

센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험프리 가족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헌신은 우리 

지역사회의 인심을 보여줍니다. Cuomo 주지사님의 공원에 대한 지원과 우리의 자연 보물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모든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주립공원 위원회 Rose Harvey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치워스 주립공원의 세계적 

네이처 센터가 현실로 되게 해주신 Cuomo 주지사, Peter Humphrey 그리고 모든 위원회 

파트너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롭게 세운 이 험프리 네이처 센터가 방문객들이 

레치워스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감탄하도록 할 것이며 그들이 

이 매력적인 공원에서의 기쁨과 감탄이 더 깊게 될 것입니다. 

 

DASNY 회장 겸 CEO Gerrard P. Bush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ASNY는 공원, 

레크레에이션 및 역사 보존의 주 사무실 파트너로서 뉴욕주를 미화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새로 건립한 이 네이처 센터는 방문객들이 ‘I Love New York’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하는 주 관광지 왕관의 최신 보석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회장, CEO 겸 위원장인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치워스 주립공원의 험프리 네이처 센터는 대중들의 공원 이용을 향상하고 

동부 그랜트 캐니언에 필수적인 교육 요소를 제공합니다. 새로 건립한 이 네이처 센터는 

방문객들이 뉴욕 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에 대한 탐색 계획을 도와주며 그들에게 핑거호 

관광을 권장하게 됩니다. 

 

핑거호 지역 경제개발위원회 공동 회장, 먼로 커뮤니티대학 총장 Anne Kress와 Wegmans 

푸드마켓 CEO Danny Weg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치워스 주립공원의 험프리 네이처 

센터는 매년 이 공원을 방문하는 수많은 방문객에게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관광업과 예술은 핑거호 REDC의 주요 전략이며 이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을 보내는 동안 대중들이 공원의 경기와 자연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뉴욕 주립공원 프로그램의 오픈 스페이스 기업연합의 상무이사 Erik Kullesei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새로 건립한 레치워스 주립공원의 네이처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전시회는 

대중들이 이 세계적 수준의 공원에 대한 즐거움과 감탄을 높여줄 것입니다. OSI는 우리 

위대한 주 전체에 혜택을 가져다주는 전례 없는 정부-민간 파트너십의 선두 회원으로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님, Harvey 위원장 및 캠페인 위원회 회장 Peter 

Humphrey에게 공원의 이 보석에 대한 지원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감사를 드립니다.” 

 

험프리 네이처 센터는 Cuomo 주지사의 주립공원 시스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은 민간 투자, 핑커호 지역경제개발 위원회의 110만 달러, 

주지사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립공원에 대한 다년간의 민간과 공공 자금 9억 달러 

모금활동인 NY Parks 2020 프로그램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주지사의 FY 2017 예산에서는 이 계획에 9천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이밖에, 주지사는 올해 

Connect Kids to Parks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4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무료 공원 

입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교통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비스가 부족한 학교의 학생들이 

주립공원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문을 도왔습니다. 

 

핑거호 포워드 계획 추진 

 

프로젝트는 또한 지역의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인 “핑거호 포워드” 프로젝트를 보완합니다. 주 정부는 2012년부터 이미 34억 달러 

이상을 지역에 투자하여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및 고급 제조업을 포함하는 주요 

산업에서의 계획-투자에 대한 기초 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로체스터(Rochester), 바타비아(Batavia) 및 캐넌다이과(Canadaiqua) 등 지역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쿠오모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북부 지역 재생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서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호 

워드(Finger Lakes Forward) 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주에서 제공된 5억 달러의 투자금은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발표된 바에 의할 때, 이 

지역은 8,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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