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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뉴욕뉴욕뉴욕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공원공원공원 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 현대화하기현대화하기현대화하기현대화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NY PARKS 2020 계획계획계획계획 발표발표발표발표 

 

 2020년까지년까지년까지년까지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에공원에공원에공원에 9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투자투자투자투자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립 공원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자금 중 약 9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NY Parks 2020 계획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NY Parks 2020은 주지사의 기회 의제에서 간단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시설을 복원하고, 방문자 경험을 개선하고, 간판을 업데이트하고, 주 전역에 

걸쳐 공원에서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 다년 간의 쏟아 부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이니셔티브에 대하여 1억 1,000만 달러의 2015-16년 집행 예산이 

추가됩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는 미국에서 최고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지역 중 얼마 안 되는 

홈그라운드로, 이 투자는 해당 지역들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공원 방문자 모두에 

대한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Y Parks 2020 계획은 우리의 

공원과 유적지를 지역 경제 엔진으로 개발한 뉴욕주의 최근 성공을 토대로 수립된 

것으로 앞으로 수 년 동안 뉴욕주가 미 전역 최고의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NY Parks 2020 계획은 주지사가 이미 수도권에 National Historic Landmark 및 플래그십 

주립 공원을 재건하기 위해 7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을 지시한 오늘날 Saratoga Spa 

주립 공원 뉴욕주 공원휴양지유적 보존실 국장인 Rose Harvey가 공개한 것입니다. 이 

투자는 새로 포장된 산책로, 복원된 피크닉 파빌리온, Victoria Pool 복합 건물 개조, 

새로운 놀이터, Saratoga 공연 예술 게이트웨이 및 역사적인 Lincoln & Roosevelt 

Bathhouse의 보존에 대한 지속 가능한 업그레이드 등 Saratoga Spa 주립 파크에서 

가능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다년에 걸친 NY Parks 2020 계획은 다음과 같은 공정을 통해 국립 공원을 현대화하여 

21세기 표준에 맞게 재건할 것입니다: 

• Saratoga Spa, Niagara Falls 및 Jones Beach 등 뉴욕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플래그십 공원들이 21세기에도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 포괄적인 투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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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활동적인 야외 활동을 독려하는 프로젝트에 목표 집중; 

• 각계 각층 누구나 공원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 보장; 

• 많이 사용하지만 오래된 공공 이용 시설 및 너무 오래 방치된 주요 인프라 교체; 

• 유적지 및 문화재 보존; 

• 극한 기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뉴욕주의 가장 독특한 생태계 중 일부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 보장 

• 주립 공원에 대한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 불어넣기. 

이 계획은 주립 공원이 다음을 포함하여 이 7개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 놀이터, 운동장 및 수영장 시설 등 새로운 레저 및 스포츠 시설 건립 및 개선;  

• 새로운 자연 센터를 세워 활용도가 낮은 공원을 개방하고 아이들이 야외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 

• 캠핑 및 통나무집, 목욕탕, 연락 스테이션 및 피크닉 파빌리온 현대화 및 개조; 

• 지붕과 창문을 수리하고 역사적 석조 구조물을 복원하여 역사적 건축 보존 및 

개선; 

 

• 침입종들의 유입을 막고, 태풍 방지책을 개선하고, 주립 공원의 지속 가능성 

모델화하는 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는 프로젝트 착수 

• 음식점 및 문화 시설 등 방문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뉴욕의 관광 자산을 

홍보하는 휴양 및 문화 이벤트를 열 수 있는 파트너십 개발. 

 

NY Parks 2020 계획은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휴양지유적 보존실 국장 Rose Harvey는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립 공원이 

모든 사람들이 현대식 시설과 풍부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21세기 방문객들에게 

걸맞은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뉴욕 주립 공원 시스템의 선도적 옹호자로 활동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NY Parks 2020 계획은 노후된 인프라를 수리 및 복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 방문객들이 지리적으로, 균형 잡히고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똑똑하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공원을 개선하는 뉴욕주의 비전을 나타냅니다.” 

 

Parks & Trails New York 상무 이사 Robin Dropkin은 “뉴욕의 주립 공원과 유적지는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웅대한 주립 공원 시스템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전례 없는 다년간의 노력은 우리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괄목할 

만한 공원 르네상스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 주정부가 뉴욕의 다음 세대에 

남겨줄 가장 지속적인 유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뉴욕 주립 공원 프로그램 Open Space Institute’s Alliance 전무 이사인 Erik Kulleseid는 

“Cuomo 주지사 덕택에 뉴욕의 주립 공원은 거대한 상승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NY 

Parks 2020은 뉴욕주의 가장 훌륭한 천연 기념물이 뉴욕 시민들의 다음 세대에 대한 

자부심, 지역 사회의 활력 및 경제력의 원천이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투자 궤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뉴욕주의 공원들이 Empire State와 뉴욕 시민들에게 걸맞는 웅장함과 

함께 복원된다고 생각하니 매우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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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가 취임하기 전의 해인 2010년에는 88개의 공원이 폐쇄되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취임 이후,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야외 자원에 대한 다년간의 혁신을 선도하여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켰습니다.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주지사는 109개의 공원과 역사 

유적지에 대하여 279건의 공원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4년 6,200만여 명의 방문건수를 기록한 이 주립 공원의 실적은 사상 최고이며, 

주지사 취임 이후 계속 8%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휴양지유적 보존실은 연간 6,200만 명이 방문하는 180개 주립공원과 35개 

유적지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이 레크레이션 장소에 대한 상세 정보는 518-474-

0456로 전화하거나 www.nysparks.com을 방문하거나, Facebook에 접속하거나, 

Twitter에서 팔로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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