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 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201-568-6093  

Tenafly Nature Center Trails 

Allison—Yellow—1.4 mi 

Bischoff—White/Red—0.5 mi 

Blue—Blue—0.2 mi 

De Filippi—White—0.4 mi 

Haring Rock—Orange—0.5 mi 

Little Chism—Red—1.9 mi 

Main—unmarked—0.6 mi 

Purple—Purple—0.5 mi 

Red—Red—0.3 mi 

Seely—Yellow/Orange—0.3 mi 

Sweet Gum—Red/Yellow—0.15 mi 

Yellow—Yellow—0.4 

Tenafly Nature Center는 회원들의 멤버십과 각종 기부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부디 Tenafly Nature Center의 회원이 되셔서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자세한 정보는 다음 website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TenaflyNC.org/member 감사합니다. 

팔로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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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flyNature 

 

@TenaflyNature 



 Tenafly Nature Center 를 지켜주세요 

 모든 산책코스는 도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전거나 유모

차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은 출입을 삼가합니다.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 목줄 착용여부와 관계없이 금

지  

 동물들을 공원에 풀어주지 마세요.  

 동식물의 보존을 위해서 산책로를 벗어나지 말고 연못 혹은 

시냇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동식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괴롭히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삼가

해주세요 – 동식물은 물론이고 돌, 흙, 나뭇잎, 도토리 등도 주

어가지 마세요.  

 공원 내 모든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가지고 온 모든 것은 가지고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쓰

레기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주의 사항 

 Tenafly Nature Center 는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

객들은 7마일이 넘는 산책로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모든 활동을 마

치고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회원에 대한 명목상 입장료가 있습니다: $2/1인 또는 

$10/가족(최대 6명). 이 요금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

시 30분까지 징수됩니다. 방문객들은 현금을 가져오거나 입구

에서 Venmo, PayPal, 신용 카드 및 Apple Pay QR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단체로 방문하실 경우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적 사진촬영 및 영상찰영은 반드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

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방문 바랍니다.  

 Visitor Center 빌딩을 꼭 방문해주세요 (지도에서 Nature Cen-

ter 빌딩으로 표기). 매일 11am-4pm에 운영됩니다. 

 

 

지도 설명 
 Redfield Building Visitor Center(주차장 북쪽 빨간 건물): 본 방문자 

센터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아보시거

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실 수 있으며, 동물들을 관찰하고 또 아

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며 휴식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

습니다. 이 빌딩 바로 옆에는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장소와 나비

와 수분 정원, 그리고 올빼미와 붉은꼬리 말똥가리를 관찰하실 수 

있는 실외 새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Main Trail: Hudson Ave를 따라 다른 산책로들을 가로지르며 이어

집니다. Pfister’s 연못을 감상할 수 있는 벤치가 마련되어 있습니

다.  

 Yellow Trail: Main Trail과 연결되어 있으며 부양식 독(dock)까지 이

어집니다. 연못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Haring Rock Trail: 1900년경 이 지역에서 왕진을 하였던 Dr. John J. 

Haring을 기리며 명명된 빙하에 의한 커다란 표석인 Haring Rock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d Trail: nature Center 남쪽에 고리모양으로 위치한 길로 봄에 들

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DeFilippi Trail:  Pfister’s 연못 동쪽 경계선을 따라 이어지며 대피소 

안에서 연못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Bischoff Trail: 몸에 개구리와 기타 양서류들의 번식지인 늪지대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Trail 표식 설명 

Tenafly Nature Center(테너플라이 자연 센터)는 회원들의 지원을 받

고 있는 비영리 독립 자연 보호구입니다. 1961년부터 오늘까지 지역 

주민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자연에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공지보존 

및 환경교육의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enaflyNC.org에서 저희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에 대해 알아보

세요.  

TenaflyNC.org 

계속 직진 시작점  우회전 

교차로 마무리 지점  좌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