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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NIAGARA FALLS 주립공원의주립공원의주립공원의주립공원의 NORTH SHORE TRAIL 재개장을재개장을재개장을재개장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보존 사무국은 오늘 Niagara Falls 

주립공원의 North Shore Trail이 103만 달러 규모의 리노베이션을 거쳐 개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의 NY Works Program과 뉴욕전력청의 State Parks Greenway Fund의 자금으로 진행된 

이 유명한 트레일은 현재 Goat Island와 Luna Island를 그늘이 드리워진 아름다운 루트를 통해 연결될 

예정이며, 과거에는 이용이 불가했던 장애인들들도 Luna Island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 외에도 새로운 현장의 비품, 도로 포장, 조명 및 조경이 추가되었고, 후원자들이 나이아가라 강 

급류가 American Falls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많은 전망대도 추가되었습니다.  

 

North Shore Trail의 사진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모든 방문객들에게 North Shore Trail 주변의 뛰어난 경관과 Niagara Falls 

주립공원의 천혜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Western New 

York은 현재 매우 분주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이 제공하는 곳을 방문해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Niagara Falls 주립공원은 뉴욕주 및 미국사적지에 등록된 곳으로 매년 800만여명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North Shore Trail 프로젝트는 Saratoga Springs의 LA Group과 Buffalo의 TY LIN이 

설계하였고 공사는 Sanborn의 Scott Lawn Yard가 수행하였습니다. North Shore Trail의 복원으로 

4,000만 달러의 투자가 Niagara Falls 주립공원에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완료된 

프로젝트로는 Luna Island, Three Sisters Islands, Prospect Point가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보존 사무국장인 Rose Harv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트레일은 아마도 Niagara Falls 주립공원에 자리한 모든 트레일 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트레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를 가진 후원자분들이 이 트레일을 찾을 수 있게 되고 Luna 

Island까지 안전하고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매우 기쁩니다.”  

 

뉴욕 전력청 사장 겸 CEO인 Gil C. Quini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iagara Falls 주립공원의 North 

Shore Trails 재개장으로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 지역이 보유한 수많은 천혜의 보물 중의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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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을 가진 일부 지역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Niagara Power Project의 재인가에 따른 이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은 우리의 모든 시설 주변의 커뮤니티에 대한 뉴욕 전력청의 깊은 책임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John Ceretto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iagara Falls 주립공원 내 North Shore Trail의 복원 

작업은 뉴욕이 보유한 천연자원의 하나를 즐길 방법을 향상시켰습니다. 레크리에이션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Western New York 가족들과 관광객들은 더 나은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꼭 필요한 업그레이드 활동은 장애인들을 포함해 많은 방문객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즐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Paul Dyster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iagara Falls 주립공원은 우리 지역이 보유한 최고의 

자산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NY Works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중요한 계획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다른 프로젝트와 함께 공원 개조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역은 

보트 이용객, 낚시꾼, 기타 아웃도어 매니아들을 위한 장소이며 경제 성장 및 관광산업 확대를 위해 

지역을 홍보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설들은 Cuomo 주지사의 주립공원 개선과 아웃도어 레이크레이션 접근성 확대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2014-15년도 주 예산에 9,000만 달러 규모의 New York Works 

보조금의 3차 보조금을 공원 및 역사 유적지 개조를 포함시켰습니다. 2012년 주지사가 시작한 New 

York Works는 뉴욕주 전역의 109개 주립공원과 역사 유적지에 대한 수리 및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주립공원의 Greenway Fund는 2007년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 재인가 합의의 일환으로 NYPA가 

설립하였습니다. 이 최초의 합의로 새로운 인가 50년 기간 동안 자금 중 300만 달러를 매년 

주립공원 Greenway Fund에 제공하였습니다. 2012년, NYPA는 이 기금의 기부금 지원 속도를 높여 

주립공원의 종합계획을 지원하여 공원 리노베이션이 이뤄지도록 2,500만 달러를 제공하였습니다.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보존 사무국은 180개 주립공원과 35개 역사적 장소를 

관리합니다. 이 레크레이션 장소에 대한 상세 정보는 518-474-0456으로 전화하거나, 

www.nysparks.com을 방문하거나, Facebook에 접속하거나, 또는 Twitter에서 팔로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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