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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40만 달러 규모의 웨딩턴 아일랜드 뷰 파크(ISLAND VIEW PARK) 

휴양 시설 개선 프로젝트 발표  

  

웨딩턴 빌리지 다운타운 부분에 위치한 공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웨딩턴 빌리지에 위치한 

휴양 및 피크닉 시설인 아일랜드 뷰 파크(Island View Park)의 140만 달러 규모 개선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선 사항에는 중앙 난로를 갖춘 넓은 새 

피크닉 파빌리온과 신규 욕실을 갖춘 별도 건물, 요식 시설이 포함됩니다. 두 건물 모두 

장애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뉴욕주와 캐나다 국경에 위치한 세인트 로렌스 수로(St. 

Lawrence Seaway)의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 위치한 아일랜드 뷰 파크(Island View 

Park)는 보트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관광지이며, 관광객이 방문하기에 매력적인 지역 

명소의 역할을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일랜드 뷰 파크(Island View Park)와 같은 

관광 명소에 투자하면 뉴욕 최고의 여행지에 지속적으로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동력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개조 공사로 공원이 

주민과 관광객을 세인트 로렌스 수로(St. Lawrence Seaway)로 끌어 모을 것이고, 향후 

수 년간 노스 컨트리의 관광산업 부문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아일랜드 뷰 파크(Island View Park)는 마세나에 위치한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세인트 로렌스-FDR 수력 발전소의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프로젝트 안에 속한 여러 휴양 시설 중 하나입니다. 

작년 가을 시작된 아일랜드 뷰 파크(Island View Park) 시설 개선 작업은 전력청의 

10년간의 세인트 로렌스-FDR 전력 프로젝트 2003년 라이센스 재계약 검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공원을 소유 및 운영하는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은 

공원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고 개선 프로젝트를 감독하였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오늘 개조된 공원을 공식적으로 개장하기 위해 웨딩턴에서 주정부 및 지방 

선출직 공무원과 함께하였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은 뉴욕 주민 수백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아일랜드 뷰 파크(Island View Park)의 신규 파빌리온 및 공원 

개선 작업은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더 큰 이익을 위해 공공 공간을 활용하는 공공 

기관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NYPA 신탁 위원회 부위원장 겸 마세나 주민인 Eugene L. Nicandri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PA가 노스 컨트리 전역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파트너십을 맺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일랜드 뷰 파크 

(Island View Park)는 이러한 파트너쉽의 훌륭한 최신 사례입니다.”  

  

Gil C. Quiniones, NYPA 위원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최 

커뮤니티의 휴양 및 관광 시설을 위해 진행하는 작업은 커뮤니티에 분명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특히 만족스럽습니다. 또한 지역 사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아일랜드 

파크(Island Park)에서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를 

위해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명소를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에 감사드립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는 지역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역 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온 세인트 로렌스 수로(St. 

Lawrence Seaway)의 휴양 시설 개선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왔습니다.”  

  

Addie Jenn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력청(Power Authority)의 커뮤니티에 

대한 최신 투자를 축하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러한 지역 

커뮤니티 지원은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커뮤니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휴양 

기회를 누리고 생활하고 일하는 주민들의 노스 컨트리에서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Janet Otto-Cassada 웨딩턴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시설의 개발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 공원을 대중이 즐길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광과 휴양은 뉴욕주 노스 컨트리의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 및 경제 개발 노력에 헌신적인 파트너가 되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에 감사드립니다.”  

  

Joe Gray 마세나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자체 태스크 포스는 

NYPA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광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인트 로렌스 강(St. 

Lawrence River)을 따라 위치한 공원 및 휴양 시설에 투자해 왔습니다. 새롭게 개선된 

아일랜드 뷰 파크(Island View Park)는 노스 컨트리에서 관광객들께 선사해야 할 첫 

번째 관광지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NYPA는 16개의 발전 설비와 1,400 마일 이상의 송전선 회로를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뉴욕주 공공 전력기관입니다. NYPA가 생산하는 전기의 70% 이상은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수력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nypa.gov/를 방문하거나, 

Facebook, Instagram, WordPress, LinkedIn에서 NYPA를 검색, Twitter 

@NYPAenergy를 팔로우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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