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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NORT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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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Country 주립공원에 놀이터를 신축 및 리모델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원 개조 공사는 주지사의 New York Works 활동에서 $435,0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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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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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tstone Gulf 주립공원, Lowville – 다양한 기어오르기 기구 및 미끄럼틀, 그네, 시소, 암벽타기 
시설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장비를 갖추었으며 공원의 수영장 부근에 있는 놀이터를 현대화.  
 
Higley Flow 주립공원, Colton – 다양한 기어오르기 기구 및 미끄럼틀, 그네, 시소, 암벽타기 시설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장비를 갖추었으며 공원의 수영장 부근에 있는 놀이터를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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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Au Roche 주립공원, Clinton 카운티 – 다양한 기어오르기 기구 및 미끄럼틀, 그네, 시소, 
암벽타기 시설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장비를 갖추었으며 공원의 수영장 부근에 있는 놀이터를 
현대화.  
 
Betty Little 상원의원은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신체활동을 하는 동안 자신감을 키우는 멋진 
장소입니다." "따라서 재미있으면서도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의 
가족과 관광객은 Point Au Roche 주립공원의 업그레이드를 좋아할 것이며 이러한 발표를 Cuomo 
주지사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Joseph Griffo 상원의원은 "전 뉴욕 시장으로서 저는 놀이터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놀이터는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안전한 장소이어야 하고, 변화하는 기호에 
맞게 근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립공원 시스템이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지만 오늘 발표한 자금은 공원 방문객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도록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Pt. Au Roche 주립공원은 새로운 놀이터를 갖출 공원 중 하나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원은 가족들이 
Lake Champlain과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몇 년 전 많은 사람들이 이 공원을 
열기 위해 노력했고 장애인 이용 시설을 갖춘 이 새로운 놀이터를 추가함으로써 Pt. Au Roche의 
기존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게 될 것입니다”라고 Janet Duprey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뉴욕주 북부의 가족들이 주변 관광을 하고 관광 사업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시기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투자로 어린이들이 주립공원을 계속 안전하게 이용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Ken Blankenbush 의원은 말했습니다. 
 
놀이터 공사는 겨울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봄에는 놀이터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주립공원은 특히 가족과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서 50여 개의 놀이터를 수리, 현대화 또는 
건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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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