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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NY WORKS의 롱아일랜드 지역의 신규 및 개선된 주립공원 놀이터에 135만 달러 

지원 발표 
 

리모델링된 시설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촉진하는데 필수적 역할 수행 

 
Andrew M. Cuomo는 오늘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실(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롱아일랜드 지역 주립공원에 놀이터를 신축 및 리모델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원 개조 공사는 주지사의 New York Works 활동에서 135만 달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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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아일랜드 지역 10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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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ntwood 주립공원, Brentwood – 새로운 축구 테마 놀이터를 청소년 스포츠 리그에서 사용하는 
운동장으로 인기 있는 공원에 설치 계획. 
 
Belmont Lake 주립공원, North Babylon – 기존의 놀이터 개조로 잠자리 시소, 나비 기어오르기 
구조물 등을 포함하여 “곤충” 테마를 형성. 
 
Bethpage 주립공원, Farmingdale – 피크닉장 근저의 기존 놀이터 개조로 무당벌레, 벌, 버섯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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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을 포함하여 “Woodland Nature” 테마를 형성. 
 
Heckscher 주립공원, East Islip – 기존의 놀이터에 대한 개조로 이 공원에 서식하는 사슴, 물수리, 
여우 등을 모방한 특징을 가진 “야생동물” 테마를 형성. 
 
Hempstead Lake 주립공원, West Hempstead – 기존의 놀이터에 대한 개조로 주변의 Carousel을 
흉내 낸 원형 배열 벤치와 컬러풀한 놀이터를 통해 “Carousel” 테마를 형성. 
 
Hither Hills 주립공원, Montauk – 기존의 놀이터에 대한 돌고래 스프링 기구, 고무 처리 표면에 
장식된 바다 생물 등을 포함하여 “바다와 모래” 테마를 형성. 
 
Montauk Point 주립공원, Montauk – 기존의 놀이터 개조로 배타기 놀이와 망원경을 포함하여 
“서핑과 파도” 테마를 형성. 
 
Orient Beach, Orient – 기존의 놀이터에 대한 개조로 보트 모래상자와 해마 스프링 기구 등을 
포함한 “해양” 테마를 형성. 
 
Sunken Meadow 주립공원, Kings Park – Field 4 East 근처의 새로운 새 둥지와 빈 통나무 기어오르기 
구조물을 포함한 새로운 “동물 서식처” 테마의 놀이터를 설치. 
 
Valley Stream 주립공원, Valley Stream – 기존의 놀이터에 대한 개조에는 거북이 모양의 기어오르기 
구조물과 스프링 기구를 포함하여 블루와 그린 “스트림” 테마를 형성. 
 
주 의회  집권당 상원 대표 Dean G. Skelos씨는 “NY Works를 통해 제공되는 기금은 뉴욕주 전체의 
주요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공공 시설에 대한 정요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Valley Stream 주립공원 및 다른 공원에 대한 최대 규모의 개조 자금을 허락하여 
어린이와 그 가족이 미래에 놀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 Cuomo 주지사에게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9년에 건설된 새로운 축구 및 야구 잔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Brentwood 주립공원 이용 
어린이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내년 봄까지 새로운 축구/야구 테마 놀이터가 완공되어 지역사회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Belmont Lake 주립공원은 기존의 놀이터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곤충' 테마로 새로 꾸미도록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이러한 자금을 투자해준 뉴욕주 Parks 
Commissioner Rose Harvey에게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Owen H. Johnson 상원의원은 
말했습니다. 
 
Kemp Hannon(R-Nassau) 상원의원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뉴욕주와 롱아일랜드의 경제 성장을 
후원하는 New York Works 계획은 Bethpage 주립공원과 Hempstead Lake 주립공원의 놀이터에 
필수적인 개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Bethpage의 기존의 놀이터의 몇 가지 새로운 놀이기구를 
통합한 'Woodland Nature” 테마를 만들 것이며 주변의 Carousel을 흉내 내어 원형으로 배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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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풀한 놀이터와 벤치를 이용하여 Hempstead Lake에서 'Carousel' 테마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주립공원을 개선하고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를 활성화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ethpage 주립공원의 놀이터를 업그레이드하여 롱아일랜드 어린이들이 향후 안전한 현대식 
놀이기구를 즐기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립공원은 연중 가족들이 찾고 있으며 신나는 
야외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New York Works 프로그램을 통해 
주립공원에 투자하고 모든 레벨에서 뉴욕주의 인프라를 재건하려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Carl L. Marcellino 상원의원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주립공원은 뉴욕의 가족과 미래에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이를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지사 및 입법기관이 공동으로 승인한 자금을 활용하여 주립공원은 
현재와 미래에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게 될 모든 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뉴욕주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주립공원을 개조하고, 개선하고, 보존하려는 모든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John Flanagan 상원의원은 말했습니다. 
 
“Heckscher 주립공원은 3rd Senate District뿐만 아니라 롱아일랜드의 보물 중 하나입니다”라고 Lee 
Zeldin 상원의원은 말했습니다(R, C, I- Shirley). “많은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Heckscher를 다니고 
있으며 놀이터에 대한 이러한 개선 사항은 이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개선하고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입법기관의 동료들이 롱아일랜드의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자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준 것에 감사 드립니다.” 
 
“소아비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기회는 주지사가 청소년에게 활동할 기회를 다시 제공해준 좋은 
기회입니다. 이 운동장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완벽한 설정이고 방침입니다”라고 Earlene 
Hooper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Belmont Lake 주립공원의 놀이터를 개선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공원에서 
놀이터보다 중요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놀이터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놀이터를 통해 아이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활동적으로 야외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놀이터 건설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개선된 놀이터는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을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Bob Sweeney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Fred Thiele 의원은 “관광은 특히 롱아일랜드 동부를 포함하여 뉴욕주 경제의 이정표입니다. 다양한 
일자리를 포함하여 관광 업계의 지속적인 성공은 뉴욕주의 공원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Hither Hills 주립공원과 Montauk Point 주립공원을 포함하여 Cuomo 주지사의 New 
York Work 계획에 의한 공원 인프라에 할당된 260만 달러는 뉴욕주의 공원 체계가 앞으로도 전국 
최고가 되도록 할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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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는 Brentwood 지역사회에 대한 주요 투자가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지역사회의 
스포츠 시설을 위해 추가 자금을 요청한 우리의 희망에 부응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새로 
확장된 시설은 더 많은 청소년이 야외에서 긍정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니다”라고 Phil Ramos 의원은 말했습니다.  
 
“Andrew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공원 레이크리에션 및 역사 보존실과 협력하여 뉴욕주에서 가장 
멋진 공원 중 한 곳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Michael J. 
Fitzpatrick 의원은 말했습니다. “내년 봄부터 새로운 '동물 서식처'를 테마로 한 Sunken Meadow 
주립공원 놀이터는 Smithtown의 가족과 롱아일랜드 및 뉴욕주 전체의 가족들이 Long Island 
Sound에 있는 이 진귀한 자연 경관 및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러 모여들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놀이터의 업그레이드는 많은 어린이와 가족이 즐기게 될 Bethpage 주립공원에 대한 반가운 
개선이 될 것입니다”라고 Charles Lavine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성공적인 New York Works 계획이 뉴욕주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개별 지역사회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완벽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NY Works 프로젝트는 롱아일랜드를 위한 진정한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갈 것입니다. Bethpage와 Hecksher 주립공원은 모두 가족들이 야외 활동을 즐기도록 2개의 
새로운 놀이터를 건설했으며 롱아일랜드 주민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Phil Bolye 의원은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 New York Works 프로그램 및 Rose Harvey 장관과 협력하여 뉴욕주가 Hempstread 
Lake Park의 새로운 테마 놀이터 자금을 후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자금으로 공원의 회전목마를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근로자 가정,부모 및 자녀에 대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Brian Curran 의원은 말했습니다.  

“Orient Beach 주립공원은 뉴욕주 공원체계의 보물입니다”라고 Dan Losquadro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 National Natural Landmark는 주민들이 자녀와 함께 야외 활동에 참여하는 장소이며 North 
Fork의 선상 특성을 기념하기 위해 New York Works 계획을 통해 기존의 놀이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금을 할당해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와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지속적인 재투자의 예입니다. 특히 모든 
어린이들이 주립공원이 제공하는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Edward Ra 의원은 말했습니다. 
 
놀이터 공사는 겨울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봄에는 놀이터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주립공원은 특히 가족과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있는 50여 개 놀이터를 수리, 개조 및 건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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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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