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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중심 지역의 NY WORKS 주립 공원 놀이터의 신축 및 리모델링 발표 

 
리모델링된 시설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촉진하는데 필수적 역할 수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실(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2개의 뉴욕 중심 지역 주립공원에 놀이터를 신축 및 
리모델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원 개조 공사는 주지사의 New York Works 활동에서 
$240,000의 자금을 지원 받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 공간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NY 
Works 계획은 뉴욕주 전체의 주립공원의 놀이터를 정비할 것입니다.” “이들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여러분도 주립 공원에서 새롭게 개조된 구역을 
방문하시고 뉴욕주의 아름다운 공원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주립공원은 뉴욕 중심 지역 2곳의 공원에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고 2곳의 공원에 
새로운 놀이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놀이터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 아이와 
큰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출 예정입니다. 각각의 놀이터는 공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특한 테마를 갖추게 됩니다. 놀이터 개조는 가로수와 덩굴, 벤치, 분수, 공원의 다른 구역으로 
연결되는 트레일/보도 등을 포함한 개조공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주 공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Clark Reservation 주립공원, Jamesville – 나무, 바위, 통나무 등으로 구성된 암벽 구조물을 비롯하여 
꽃과 동물상으로 만들어진 보물찾기 시설을 포함하는  공원 Nature Center 근처에 친환경 놀이터를 
건설.  
 
Fair Haven Beach 주립공원, Fair Haven – 공원의 번잡한 캠프장에서 이용할 다양한 암벽 구조물을 
갖춘 새로운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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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Oaks 의원은 “이 소식은 Fair Haven Beach 주립공원에게 정말 멋진 소식입니다”. “주민,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원과 놀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Fair Haven은 가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이 놀이터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어서 Fair 
Haven Beach 주립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am Roberts 의원은 “뉴욕 중심 지역의 가족들은 수 십 년 동안 이 지역의 주립공원을 이용해왔으며 
Clark Reservation 주립공원의 Nature Center 개조 공사를 통해 더 좋은 환경을 즐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소풍이나 학급 견학을 하더라도 이들 주립공원은 모두를 위한 소중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뉴욕주가 공원을 보존하는데 투자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놀이터 공사는 겨울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봄에는 놀이터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주립공원은 특히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있는 50여 개 놀이터를 수리, 개조 및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New York Works 계획은 내년에 공원을 더 많은 가족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20여 개 놀이터를 신축 또는 개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실은 178개 주립공원과 35개 역사적 장소를 관리합니다. 
레크리에이션 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18-474-0456으로 전화하거나 www.nysparks.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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