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640만 달러 규모의 RALPH C. WILSON JR. 재단 기금으로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GENESEE VALLEY GREENWAY), 나이아가라 쇼어라인 

트레일(NIAGARA SHORELINE TRAIL) 개선한다고 발표  

  

기금은 주정부 지원액 400만 달러를 포함한, 총 투자액 1,910만 달러를 이용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 주요 연결로 조성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Ralph C. Wilson, Jr. 재단(Ralph C. Wilson, Jr. 

Foundation)의 640만 달러 기금과 400만 달러의 주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웨스턴 뉴욕의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 주립공원(Genesee Valley Greenway State Park)과 나이아가라 

쇼어라인 트레일(Niagara Shoreline Trail)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로 통하는 

주요 연결로를 만들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Ralph C. Wilson, Jr. 재단은 2014년 

Wilson의 사후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버펄로 빌즈(Buffalo Bills)의 과거 소유주이자 

아메리칸 풋볼 리그(American Football League)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ilson 재단의 지원은 새로운 주정부 지원금과 

함께, Ralph Wilson이 사랑해 마지않았던 웨스턴 뉴욕의 아름다운 두 곳에서 다용도 

길을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보수, 개선, 확장하는 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의 유산은 

관광산업을 강화하고 자전거 이용자 및 하이커들의 안전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연결성을 증대하여 활성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렬한 자건거 애호가로서, 저는 우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이 거대 지원금이 얼마나 중요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대한 박애주의적 노력을 

통해 Ralph Wilson의 정신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운입니다. 그의 유산을 

기리며, 우리는 우리 지역 트레일 시스템에 대한 재단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투자는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산업과 웨스턴 뉴욕 경제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제네시 밸리(Genesee Valley)와 나이아가라(Niagara) 프로젝트 모두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할 예정입니다. 이 트레일은 2017년 

1월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주 전역에 걸친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 말에 완공 예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은 뉴욕시에서 캐나다 그리고 버펄로에서 

올버니까지 미국에서 가장 긴 다용도 주립 트레일을 조성하는, 뉴욕주를 가로 지르는 

연속적인 750 마일 규모의 트레일이 될 것입니다.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Genesee Valley Greenway)는 과거 운하 예선로 및 철로로 

사용되었던 90 마일 규모의 트레일로, 먼로와 리빙스턴, 와이오밍, 앨러게니, 

카타라우구스 카운티에 걸쳐 있습니다. 2011년부터 주립공원 다용도 트레일로 

사용되어 있으며, 개선 계획에는 65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Genesee Valley Greenway)를 위한 프로젝트 중 지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체스터부터 리빙스턴 카운티의 에이본 빌리지까지 17 마일 트레일의 

완전 재포장, 인프라 개선, 표지 설치.  

• 레치워스 주립공원(Letchworth State Park) 인근, 리빙스턴 카운티에 

위치한 모리스 산의 그랜웨이 브리지(Greenway Bridge)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 요크 랜딩(York Landing)과 리빙스턴 카운티 피파드 마을 인근 제네시 

수도원(Abbey of the Genesee) 사이의 일부 재포장, 주차장 개선, 인프라 

및 표지 설치.  

• 과거 제네시 밸리 운하(Genesee Valley Canal)와 펜실베이니아 

로드(Pennsylvania Road)의 연결로로서, 5개 카운티와 16개 타운을 

통과하는그린웨이(Greenway) 잔여 지역의 추가 개선 사항 확인을 위한 

전략적 계획의 수립.  

• Wilson 재단이 사업을 위해 250만 달러를, 주립공원(State Parks)이 250만 

달러를,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Transportation Department)가 

154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그린웨이(Greenway) 로체스터의 제네시 밸리 공원(Genesee Valley Park)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로 연결되며, 스노모빌, 자전거, 하이킹, 

승마, 크로스 컨트리 스키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Wilson 재단은 또한 뉴욕주가 

그린웨이(Greenway) 향후 개선 사업을 위한 전략적 계획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 25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과 비영리 단체인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의 친구들(Friends of the 

Genesee Valley Greenway)이 관리하는 그린웨이 트레인은 로체스터에서 카타라우구스 

카운티의 힌스데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길을 따라, 그린웨이(Greenway)는 앨러게니 

카운티의 쿠바 빌리지를 통과합니다. 이곳은 뉴욕주 우유산업의 중심지로, 한때 

스스로를 세계의 치즈 수도(Cheese Capital of the World)로 홍보했습니다.  

  



 

 

버펄로 인근에서 총 410만 달러가 투자된 네 개의 프로젝트가 나이아가라 쇼어라인 

트레일(Niagara Shoreline Trail)을 위해 계획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루이스턴 빌리지 남쪽에 1 마일 규모의 신규 트레일 조성.  

• 루이스턴에서 온타리오 호수까지 쇼어라인 트레일의 격차를 좁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탈루스 슬로프(Talus Slope)로 알려진 

나이아가라 협곡 트레일(Niagara Gorge Trail)의 통과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수리 방법 평가.  

• 루이스턴에 추가 신규 트레일을 조성하는 공사 시행에 대해 공공 봉사 

활동 노력 조성.  

• 나이아가라 쇼어라인 트레일(Niagara Shoreline Trail)은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Wilson 재단이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4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한편,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유적 보존청(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과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나이아가라 강 그린웨이(Niagara River Greenway), 

루이스턴 타운이 27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사업은 더욱 많은 사람들을 웨스턴 뉴욕으로 유치해 

이러한 트레일을 이용하도록 하여, 지역 여가 경제를 강화하는 한편, Cuomo 주지사의 

비전이 담긴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에 더욱 활력을 더할 

것입니다. Ralph Wilson은 이 지역을 깊이 아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이 트레일을 통해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을 계속 이롭게 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하고 관광산업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21세기형 교통 시스템을 건설하는 일은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핵심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Cuomo 

주지사의 역사적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 계획 참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 주립공원(Genesee Valley 

Greenway State Park)과 나이아가라 쇼어라인 트레일(Niagara Shoreline Trail)은 

천혜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뉴욕 주민과 우리 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더욱 쉽게 우리의 자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의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Gil 

Quini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7년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Niagara Power 

Project) 재라이센싱의 일환으로,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은 



 

 

나이아가라 리버 그린웨이(Niagara River Greenway)에 50년 이상에 걸쳐 4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온타리오 호수의 나이아가라 

강 북쪽에서부터 나이아가라 강을 따라 이리 호수에 위치한 버펄로 시에 이르기까지 

주와 지방의 공원 및 보존 지역을 트레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선형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Wilson 재단 및 주지사 실과 같은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우리는 더욱 신속하게 이러한 트레일의 간격을 메꾸고 뉴욕주 전역의 하이커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트레일을 연결하겠다는 비전을 폭넓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의 Andy Beers 집행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alph C. Wilson 재단으로부터의 이러한 선물은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Genesee Valley Greenway)와 나이아가라 쇼어라인 트레일(Niagara 

Shoreline Trail) 모두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 것입니다. 큰 규모의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 웨스턴 

뉴욕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트레일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Patrick Galliv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과 트레일을 가진, 축복받은 곳입니다. Ralph C. Wilson Jr. 재단의 막대한 

지원과 뉴욕주의 파트너십에 힘입어, 주민들은 이제 몇 년 안에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Genesee Valley Greenway)와 나이아가라 쇼어라인 트레일(Niagara 

Shoreline Trail)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을 따라 지역사회 및 시민을 연결하여, 우리는 뉴욕주 전역에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Mike Ranzenhof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의 

업스테이트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언제나 

최우선 과제입니다."  

  

Joseph M. Gigli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 연결로가 완공되고 나이아가라 쇼어라인 트레일(Niagara 

Shoreline Trail)과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 트레일(Genesee Valley Greenway Trail) 

모두에서 인프라 및 접근성 개선을 실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러한 트레일 개선을 통해, 

웨스턴 뉴욕 전역의 개인 및 지역사회가 이롭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역 전역의 우리 

지역사회의 웰빙을 위해 투자할 의지를 보여주신 Ralph C. Wilson, Jr. 재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Harry Brons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Andrew Cuomo 주지사, Erik Kulleseid 주립공원(State Parks) 커미셔너, 

Ralph C. Wilson, Jr. 재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완공된다면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 트레일이 만들어져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트레일을 개선하고 하나로 연결하면서, 더욱 많은 

주민들이 건강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과 연결하면서, 더욱 많은 관광객을 지방 지역사회와 

비즈니스로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빙스턴 카운티 감독관 협의회(Livingston County Board of Supervisors)의 David 

LeFeber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Genesee Valley Greenway 

Trail)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리빙스턴 카운티의 주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린웨이(Greenway)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서 아웃도어 

혹은 역동적인 활동을 하려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카운티의 알 로렌즈 공원(Al Lorenz Park)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본 인프라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 공원은 모리스 산에서 그린웨이 트레일(Greenway Trail)과 연결되며, 

아웃도어 활동 애호가들이 즐길 수 있는 수 마일 규모의 신규 트레일 조성이 

포함됩니다."  

  

Frank Provo 모리스 산 빌리지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리스 산의 빌리지와 

타운은 제네시오와 페리의 빌리지 및 타운과 함께, 레치워스 게이트웨이 

빌리지스(Letchworth Gateway Villages)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을 아웃도어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장소로 홍보합니다. 그린웨이(Greenway)에 추가 개선을 실시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제네시 밸리(Genesee Valley)를 아웃도어 모험을 위한 장소로 

홍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Wilson 재단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David O. Eg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Genesee Valley Greenway)는 놀라운 천연의 그린웨이로, 먼로에서 

카타라우구스 타운티의 수많은 지역사회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웨스턴 뉴욕의 아름다운 

주립공원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의 중요한 연결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 

트레일은 90 마일 규모의 주립공원을 따라 위치한 많은 지역사회를 위해 레크리에이션, 

교통, 경제 발전 기회를 한층 개선할 것입니다."  

  

리빙스턴 카운티 지역 상공회의소(Livingston County Area Chamber of 

Commerce)의 Elissa Russell 관광산업 및 마케팅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원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지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의 건강한 경제 및 

기업을 유치 및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기여합니다. 리빙스턴 카운티는 지속적으로 

뉴욕주에서 가장 건전한 카운티의 하나로 손꼽혔으며, 공원의 레크리에이션 용도의 

활용 및 건강한 생활습관을 장려하는 활동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공은 

리빙스턴 카운티의 방문객 및 주민을 위해 매우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의 친구들(Friends of the Genesee Valley Greenway)의 Joan 

Schumak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떨리는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긴 

다용도 트레일이자, 유서 깊은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Genesee Valley Greenway)의 

개선 사업을 위해 커다란 지원을 약속해주신 Ralph C. Wilson, Jr. 재단과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트레일 노면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개선은 정확히 

그린웨이(Greenway)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의 기준을 따르고 

추가적인 트레일 방문객을 유치하며 그린웨이(Greenway) 타운 및 빌리지에서 경제 

활동에 기여하고, 모든 연령의 지역 사람들이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그린웨이(Greenway)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이 

진정으로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관계된 모든 당사자와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제네시 리버 와일즈(Genesee River Wilds)의 공동 설립자인 Allen Kerkeslag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단체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제네시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것이며, 뉴욕주 정부기관들은 이 목표 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커먼 그라운드 헬스(Common Ground Health)의 Wade S. Norwood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웨이(Greenway)의 건강 영향 평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 

멋진 트레일은 이미 지역사회 건강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규모 신규 

업그레이드에 따라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그린웨이(Greenway)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만성 질환을 줄이고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것으로 증명된 다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선을 가능하게 해주신 Cuomo 주지사, Wilson 재단, 

제네시 교통 협의회(Genesee Transportation Council), 먼로 카운티, 주립공원(State 

Parks),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의 친구들(Friends of the Genesee Valley Greenway)의 

리더십과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제네시 교통 협의회(Genesee Transportation Council, GTC)의 James Stack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네시 교통 협의회(GTC)는 지난 10월 버펄로에서 열린 Ralph 

Wilson의 100번째 생일 축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이 행사에서 

Ralph Wilson, Jr. 재단은 특히 젊은이들이 더욱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지원하여 웨스턴 뉴욕의 건강에 대해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재단의 관대한 투자로 로체스터 지역이 수혜를 받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발표는 최근 승인된 프로젝트인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Genesee 

Valley Greenway)의 일부 재포장 사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활발한 교통을 

장려하고자 하는 지역 트레일(Regional Trails) 계획과도 상통합니다. 또한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Genesee Valley Greenway)는 최근 커먼 그라운드 헬스(Common Ground 

Health)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통 계획에 대한 건강 영향력을 평가에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더욱 많은 제안이 반영되어 매우 기쁩니다."  

  



 

 

Wilson 재단 기금은 전국유산신탁(National Heritage Trust)으로 전달되어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유적 보존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이 

추진하는 트레일 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Wilson 재단은 웨스턴 뉴욕과 사우스이스트 미시건의 공원 및 트레일 

지원을 위한 2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시작했으며, 지원금은 지역 간에 균등하게 나누어 

제공되었습니다. 뉴욕주 지분의 절반은 버펄로의 라살 공원(LaSalle Park) 재건축을 

위해 배정되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Ralph C. Wilson, Jr. 백주년 공원(Centennial 

Park)으로 바뀌며 지역 프로젝트를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같은 달, 재단은 웨스턴 뉴욕의 버펄로, 나이아가라 폭포, 로체스터 사이의 게이트웨이, 

표지, 키오스크, 자전거 거치대, 기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 계획에 6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또한 

나이아가라 폭포와 토나완다를 연결하는 7.4 마일 규모의 나이아가라 쇼어라인 

트레일(Niagara Shoreline Trail)을 비롯해, 데빌즈 홀 주립공원(Devil's Hole State 

Park)의 신규 게이트웨이 및 트레일 개선을 포함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리 호수와 

온타리오 호수의 쇼어라인을 연결하는 쇼어라인 트레일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재단의 지속적인 지원은 버펄로에서 로체스터까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을 개선하고, 나이아가라 협곡(Niagara Gorge)에서 야외 

레크리 에이션 활동 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뉴욕주의 2,300만 달러의 투자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Ralph C. Wilson, Jr. 재단 소개: Ralph C. Wilson, Jr. 재단은 기금 지원 단체로 주로 

사우스이스트 미시건과 웨스턴 뉴욕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고향인 디트로이트와 버펄로 빌즈(Buffalo Bills) 

프랜차이즈의 시작점인 버펄로에 대한 Ralph C. Wilson, Jr.의 헌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상을 떠나기 전, Wilson 씨는 자산 중 막대한 일부를 그의 이름을 딴 

재단을 통해 그가 평생 이어온 관용의 정신을 지속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단은 20년 넘게 12억 달러의 기금을 제공하였으며, 이 사업은 2035년 1월 종료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재단의 영향력이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행사되며 그를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들에 의해 관리받기를 원했던 Wilson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http://www.ralphcwilsonjrfoundation.org/를 방문해주십시오.  

  

주립 공원(State Parks)은 지난해 기록적으로 7,400만 명이 방문한 250개 이상의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골프 코스, 보트장을 감독합니다.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장소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518-474-0456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www.parks.ny.gov를 방문하십시오. 또는 페이스북(Facebook)에서 저희와 연결을 

하시거나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트위터(Twitter)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url?k=6938c027-351ef493-693a3912-000babd9fe9f-8e0a82722bae2390&q=1&u=http%3A%2F%2Fwww.ralphcwilsonjrfoundation.org%2F
http://www.parks.ny.gov/
https://www.facebook.com/nystateparks
https://www.instagram.com/nystateparks/
https://twitter.com/NYstate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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