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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우드스탁 케네스 L. 윌슨 캠프장(KENNETH L. WILSON 

CAMPGROUND) 개선 프로젝트 발표 

  

  

뉴욕 주민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어드벤처 뉴욕 프로그램(Adventure NY 

Initiative)가 지원  

  

야생 동물 관찰 플랫폼, 낚시 부두, 플로팅 카누/카약 선착장 및 장애인 이용 가능 시설을 

갖춘 새로운 산책로가 포함된 개선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보다 많은 뉴욕 주민들이 자연을 보다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뉴욕주의 어드벤처 뉴욕 프로그램(Adventure NY Initiative)에 따라, 뉴욕주 

우드스탁에 위치한 유서 깊은 케네스 L. 윌슨 캠프장(Kenneth L. Wilson Campground) 

개선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약 400,000달러의 주정부 투자금으로 지원되는 이번 

개선 프로젝트에는 장애인 접근 시설, 자연 산책로, 낚시 부두, 플로팅 카누와 카약 

선착장, 새 쉼터가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뉴욕주는 비할 데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연의 보물을 갖춘 곳입니다. 이번 캠프장 개선 프로젝트로 보다 많은 

뉴욕 주민들이 보다 더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공원과 천연 자원에 투자하여 뉴욕이 선사하는 모든 

즐거움을 누리도록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C) 캠프장은 뉴욕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뉴욕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독특하고도 저렴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오늘 발표된 개선 프로젝트로 그 즐거움을 크게 향상시키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뉴욕주가 선사하는 모든 즐거움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캐츠킬 공원(Catskill Park)의 동쪽 관문으로서, 전경이 일품인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케네스 L. 윌슨 캠프장(Kenneth L. Wilson Campground)은 뉴욕주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가장 인기있는 캠프장 중 하나입니다.  



 

다음과 같은 장애인 이용 가능 시설 여러 개가 캠프장에 추가되었습니다.  

 

• 야생 동물 관찰 플랫폼을 갖춘 자연 산책로  

• 낚시 부두  

• 플로팅 카누/카약 선착장  

• 새 쉼터  

  

개선 프로젝트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향상된 야외 활동 경험을 제공하고, 캠프장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문객들은 캠프장에서 오버룩 산(Overlook Mountain) 

또는 트렘퍼 산(Mount Tremper)에 올라 역사적인 화재 감시탑에서 뛰어난 풍경을 

감상하거나, 애쇼칸 저수지(Ashokan Reservoir)의 해안을 따라 산책하거나 자전거로 

캐츠킬의 높은 봉우리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우드스탁 마을에서 쇼핑, 

식사 및 엔터테인먼트 기회가 다양하게 합쳐진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캐츠킬 향토 

자료관(Catskill Interpretive Centre) 또한 가까이에 있으며, 방문자에게 장애인 이용 가능 

건물과 자연 산책로를 갖춘 캐츠킬 공원(Catskill Park)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어드벤처 뉴욕 프로그램(Adventure NY Initiative)을 통해, 

환경보존부(DEC)는 전략적 투자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활동적인 야외 휴양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뉴욕 주민과 방문객들을 자연 및 야외 관광지와 긴밀히 

연결하며,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향후 

3년간, 청소년 캠프 및 환경 교육 센터 개선에서부터 신규 보트 선착장, 오리 

블라인드(duck blinds), 등산로에 이르기까지 75개 이상의 프로젝트 완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드벤처 NY(Adventure NY)는 주정부의 현 노력을 기반으로, 역사적인 3억 

달러 규모의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및 NY 웍스(NY Works) 

자본금으로부터 5,0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받습니다. 어드벤처 뉴욕 프로그램 

(Adventure NY Initiative)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래 캠프장 개선 프로젝트에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도그 파크(Dog park), 낮시간 

피크닉 장소 및 파빌리온 취사 구역, 장애인 이용 가능 호스슈 핏(Horseshoe pit, 말발굽 

모양 구덩이) 2개의 설치 작업이 포함됩니다.  

  

뉴욕주 상원 환경보존위원회(Sen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 

위원장인 Tom O’M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야외 휴양을 

선도하는 국가적 리더이며, 캠프장, 공원 및 산책로 및 기타 천연 자원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는 이 중요한 산업뿐 아니라, 뉴욕주 전역의 경제적, 환경적 품질을 강화할 

것입니다.”  

  

George Amedore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관광산업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아름다운 천연 자원을 보유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보존부(DEC)가 실시하는 개선 프로젝트는 캐츠킬 공원(Catskill Park) 주변의 휴양 

기회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려는 주민과 방문객에게 보다 나은 접근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http://www.dec.ny.gov/docs/administration_pdf/adventureny.pdf
http://www.dec.ny.gov/docs/administration_pdf/adventureny.pdf


하원 환경 보존 위원회(Assembly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 의장 

Steve Englebrigh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공원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주민들이 보다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거주자와 다른 주의 방문객에게 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휴양 기회를 제공하여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뉴욕주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드스탁에 위치한 역사적인 케네스 L. 윌슨 캠프장(Kenneth L. Wilson Campground)의 

개선 작업으로 방문객을 유치하고 야생 동물 관찰, 물놀이 기회, 낚시, 자연의 경이로움을 

즐길 수있는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Mike Hein 얼스터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어드벤처 뉴욕 프로그램(Adventure NY Initiative)은 천연 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뉴욕 

주민에게 멋진 야외 활동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L. 윌슨 캠프장(Kenneth L. Wilson Campground)은 얼스터 카운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귀중한 자원 중 하나이며, 최근 캠프장에 장애인 이용 가능 시설을 추가하고 

향후 개선안을 제안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과 방문객을 유치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야외 활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지사님의 

프로그램과 환경보존부(DEC)의 중요한 노력은 뉴욕주의 야외 휴양 경험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Bill McKenna 우드스탁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드스탁 주민은 자연과 

야외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윌슨 주립 공원(Wilson State 

Park)의 개선과 오버룩 산 산책로 입구(Overlook Mountain Trailhead)의 개선으로 

접근성을 보다 개선하고 더 많은 야외 활동 기회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환경보존부(DEC)는 애디론댁과 캐츠킬 삼림 보호 구역의 300만 에이커, 52개의 

캠핑장, 낮시간 개방 구역 5곳, 5,000마일이 넘는 계획 조성 산책로(Formal trail), 수백 

개의 산책로 입구, 보트 선착장 및 낚시터 등을 포함한 460만 에이커 면적의 공공부지를 

관리합니다.  

  

http://www.dec.ny.gov/outdoor/을 방문해 다음 야외 모험을 계획해 보시고, Facebook, 

Twitter, Flickr, Instagram에서 환경보존부(DEC)를 팔로우하세요. 환경보존부(DEC) 

운영 캠프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환경보존부(DEC) 웹사이트 

http://www.dec.ny.gov/outdoor/camping.html을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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