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6월 24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의전역의전역의전역의 레크레이션레크레이션레크레이션레크레이션 개선개선개선개선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17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투자투자투자투자 발표발표발표발표 

New York Works II 및및및및 환경환경환경환경 보호보호보호보호 기금기금기금기금 투자로투자로투자로투자로 100여여여여 군데가군데가군데가군데가 개선됨에개선됨에개선됨에개선됨에 따라따라따라따라 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 창출되고창출되고창출되고창출되고 지역지역지역지역 

비즈니스가비즈니스가비즈니스가비즈니스가 뒷받침될뒷받침될뒷받침될뒷받침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1700여만 달러의 야외 레크레이션 개선 프로젝트가 이번 여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캠핑장, 주간 사용 지역, 트레일 및 보트 선착장을 

포함하여 공공 토지에 위치한 레크레이션 장소를 계속 개선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야외 레크레이션 인기 장소 인프라 개선은 경제 개발, 일자리 창출을 촉발하고 관광을 

진흥하며 지역 경제를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광대한 캠핑, 

하이킹, 낚시 및 보트 레크레이션 장소 네트워크는 수 백만 관광객들에게 도처에 야외 모험을 위한 

믿을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New York Works 프로그램의 중요 부분인 이 예산은 주 

전역의 레크레이션 유망 장소를 업그레이드하고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방문객들이 뉴욕주가 

제공하는 엄청난 자연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의 땅들은 주의 활기찬 540억 달러 야외 레크레이션 및 관광 산업을 뒷받침합니다. 이 

산업은 많은 지역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NY Works II와 환경 보호 기금(EPF)의 지원을 받는 이 

레크레이션 프로젝트는 Adirondack 및 Catskill 보존림, 국유림 및 야생 보호 지역의 야외 레크레이션 

시설을 포함하여 뉴욕주의 광대한 레크레이션 네트워크를 가진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주 환경보존부(DEC) 땅과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New York Works II에 의거한 1200만 달러는 보트 선착장을 개발, 개조 또는 재건하고; 

장애미국인법(ADA) 준수 관련 공사를 포함한 트레일 및 대중 접근성을 개선하며; 도로, 교량, 

유틸리티 및 건물 같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주 전역의 27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 외에 총 500만 달러의 83개 프로젝트는 낚시 및 보트 접근 향상, 교육 캠프 및 센터 

개선, 키오스크 신설 및 캠핑장, 주간 사용 지역, 도로 및 주차장 업그레이드를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EPF 교부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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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지원되는 프로젝트 중에는 이번 여름 Hudson River 강변의 Newcomb과 Indian Lake 사이의 

이전 Finch 랜드와 이번 가을 Essex Chain of Lakes에 대한 대중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이러한 역사적 장소의 방문객들을 지원할 지정 주차장, 간판 및 키오스크를 포함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100년만에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될 7,200 에이커의 

보존림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DEC 커미셔너 Joe Marte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아름다운 자연 자원은 그것이 

하루 여행이든, 오후 하이킹 수영이든 또는 하룻밤 체재이든 개인과 가족들에게 훌륭한 야외 

경험을 제공합니다. Cuomo 지사님은 야외 레크레이션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뉴요커들을 

위해 삶의 질을 개선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우리의 야외 레크레이션 시설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New York Works II 및 EPF 프로젝트와 예산의 지역별 내역입니다. 레크레이션 프로젝트의 

전체 목록을 첨부했습니다. 

지역 1: Long Island $1,300,000 

지역 2: NYC $134,492 

지역 3: Lower Hudson Valley $899,085 

지역 4: Upper Hudson Valley/주도 지역 $732,000 

지역 5: Eastern Adirondacks $11,294,847 

지역 6: Western Adirondacks  $899,727 

지역 7: Central New York $306,888 

지역 8: Rochester & Finger Lakes $445,000 

지역 9: Western NY $1,010,787 

 

$17,022,826 

 

Catskill Park 지도지도지도지도 및및및및 가이드가이드가이드가이드 발행발행발행발행 

 

오늘 DEC는 새로 디자인된 풀컬러 Catskill Park 지도 및 가이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소책자는 뉴욕 

주 및 시 소유지에서의 하이킹, 캠핑, 낚시, 사냥, 보트 타기, 겨울 스포츠 및 야생 생물 보기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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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장소를 안내합니다. DEC가 NYC 환경보호과(DEP)와 제휴하여 발행한 이 가이드는 공유지 

위치뿐만 아니라, 트레일, 캠핑장, 낚시터 및 보트 선착장을 표시한 큰 지도를 포함합니다. 현지 

숙박소 및 명소도 나열되어 있으며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다양한 모험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Catskill Park 지도 및 가이드의 무료본은 DEC 및 NYC DEP, 카운티 관광 안내소와 Catskill Park 전역의 

현지 야외 레크레이션 업소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야외 레크레이션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 http://www.dec.ny.gov/62.html.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첨부 파일: Great Outdoors Week Project List.xlsx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