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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립공원 야영장 이용률 5 년 연속 기록 갱신 발표

뉴욕주 전역의 야영장, 오두막, 산장 이용 횟수 633,000 박 넘어
주지사의 9 억 달러 규모 NY Parks 2020 사업에 힘 보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립공원 야영장이 5 년 연속 이용률 신기록을
수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콜럼버스 기념일까지 뉴욕주 전역의 야영장과 오두막, 산장
이용률이 633,000 박을 넘어 2015 년 기록인 623,891 박을 추월한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수록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 주립공원이 가진
빼어난 자연미와 야외 휴양 효과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 걸친 공원 및
야영장 보존 노력은 새로운 방문객과 수익을 끌어들여 고용 유지와 경제 활동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Rose Harvey 주립공원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주립공원과
야영장의 쇄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립공원은 일년 내내 재미거리를 선사하는
곳인만큼, 부디 많은 분들이 이런 곳에서 휴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Cuomo 주지사 취임 이래 주립공원 야영장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여 2011 년
542,000 박에 약간 못 미치던 수준에서 올해 633,000 박까지 17%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도별 이용 횟수:
2011 541,771
2012 578,428
2013 583,016
2014 594,441
2015 623,891
2016 년 지역별 숙박 횟수:

웨스턴 뉴욕 – 109,241
핑거레이크스 – 95,492
서던티어 – 79,921
센트럴 뉴욕 – 170,685
모호크밸리 – 30,400
노스컨트리 – 148,870
주도 지역 – 34,578
미드허드슨 – 29,551
롱아일랜드 – 44,173

일부 야영장에서는 아직 철 막바지 야영이 가능합니다. 야영 예약은 뉴욕주 야영장
온라인/전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ReserveAmerica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야영장 및
오두막 사전 예약은 도착 예정일로부터 9 개월 전부터 하루 전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무료 전화(1-800-456-CAMP)를 이용하십시오.
Cuomo 주지사는 야외 휴양 시설 개선 및 그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NY Parks 2020 계획은 광범위한 민간 및 공공 자금을 동원하여 2011 년부터
2020 년까지 주립공원에 약 9 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다개년 사업입니다. 2016-17 년 주
예산에서는 이 사업에 9 천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 휴양지 사적지 보존관리실에서 주립공원 180 곳과 사적지 35 곳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휴양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전화 518-474-0456
또는 웹사이트 www.nysparks.com 을 이용하시거나 Facebook 또는 Twitte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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