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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전 지역의 주립 공원 놀이터 12 개를 개선하기 위해 260만 달러 

지원 발표  

  

2020 년까지 놀이터 100 개를 추가로 짓거나 개선하게 될 주립 공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파크 2020(NY Parks 2020)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100 개의 주립 공원 놀이터를 현대화하려는 목표의 일환으로 뉴욕 전 지역의 

주립 공원 10 곳에서 놀이터 12 개를 짓거나 개선하기 위해 26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주의 모든 지역에서,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의 비교할 수 없는 야외 

자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공원 시스템이 어떤 곳에도 

뒤지지 않는 곳이 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뉴욕 가정들이 집 밖으로 

나와 뉴욕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탐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주립공원 부서에서는 공원에 있는 구식 놀이터들을 현대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시설, 장애인을위한 접근성 향상, 아동 및 청소년 그룹을 위해서 뚜렷이 

구별되는 구역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놀이터 개조는 가로수와 덩굴, 벤치, 분수, 공원의 

다른 구역으로 연결되는 트레일/보도 등을 포함한 개조공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주립 공원(State Parks)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창조적인 놀이에 참여하고 공원과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사랑을 키우기 위해 

주립 공원 놀이터에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도록 뉴욕 주민의 가정에 

권해드립니다. 저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공원에 투자하여 더 많은 젊은이들을 우리의 

훌륭한 야외 활동으로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립공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주도 지역  



• 쇼댁 아일랜드 주립 공원(Schodack Island State Park) - 2016 년에 개장한 

캠프장에 안전한 놀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놀이터를 건설  

핑거 레이크스  

• 해밀턴 비치 캠핑장(Hamlin Beach campground) - 캠프장에 두 개의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고 캠퍼 레크리에이션 홀(Camper Recreation Hall) 

근처 중앙에 있는 기존 놀이터 확장  

• 샘슨 주립 공원(Sampson State Park) - 해수욕장 근처의 낮에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의 노후 장비 교체  

롱아일랜드  

• 로버트 모지스 필드 5(Robert Moses Field 5) - 노후 놀이터를 2-5 세 및  

5-12 세 어린이 전용 놀이 공간을 갖춘 오션사이드-테마 

놀이터(Oceanside-themed playground)로 교체  

• 헥셔 필드 6(Heckscher Field 6) - 새로운 초원을 테마로 하는 장비로 

기존의 놀이터 확장, 기존의 정자를 볕을 가리는 용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더 큰 파빌리온으로 교체  

• 헥셔 필드 1(Heckscher Field 1) - 기존의 놀이터 공간을 새로운 그네 

세트를 갖추고 새로운 안전 표면으로 마감하며 통로 및 좌석 공간에 

진입이 가능한 놀이터 공간으로 현대화  

미드 허드슨 지역  

• 베어 마운틴 주립 공원(Bear Mountain State Park) - 헤시언 

레이크(Hessian Lake)에서 벗어난 피크닉 지역에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의 회전목마(Merry-Go-Round) 근처에 새로운 놀이터 

건설  

모호크 밸리  

• 길버트 레이크 주립 공원(Gilbert Lake State Park) - 자연을 테마로 하는 

장비를 갖춘 해변 피크닉 지역의 기존 놀이터 교체 및 확장  

노스 컨트리  

• 로버트 웰 주립 공원(Robert Wehle State Park) - 이 놀이터의 전 소유주가 

애지중지하던 개인 Snakefoot의 모험을 묘사하는 놀이터 주변에 배치되는 

일련의 이야기 그림판이 개 발 모양으로 구성될 새로운 놀이터 건설  

서던 티어  



• 셔냉고 밸리 주립 공원(Chenango Valley State Park) - 해변 재개발의 

일환으로 3,500 제곱 피트 규모의 물놀이 분수 공원(splash pad) 건설  

웨스턴 뉴욕  

• 앨러게니 주립 공원(Allegany State Park) - 배스하우스(Bathhouse) 옆의 

레드 하우스 비치(Red House Beach) 지역에서 모래 놀이 기능과 낮은 

높이의 활강줄(zip line)을 갖춘 자연 세계를 테마로 한 놀이터 건설  

• 앨러게니 주립 공원(Allegany State Park) - 세 개의 높은 타워와 그물 

클라이밍 기능을 가진 자연 세계를 테마로 한 장비를 갖춘 퀘이커 

런(Quaker Run) 피크닉 구역의 기존 놀이터 교체 및 확장  

공사는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놀이터는 내년 여름에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놀이터 공사는 Cuomo 주지사의 NY Parks 2020 주립공원 활성화 계획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며, 이 계획에는 2020년까지 100개의 놀이터를 추가하거나 개선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지사의 뉴욕 파크스 2020(NY Parks 2020) 프로그램은 2011 

년부터 2020 년까지 주립 공원에 대해서 민간 및 공공 자금 9억 달러를 활용하는 

다년간의 계획입니다. 2017-18년 주 예산(State Budget)에서는 이 계획에 1억 2,0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놀이터들에는 또한 더 많은 청소년을 야외 활동으로 인도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어린이를 공원으로(Connect Kids to Parks) 프로그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는 매년 6,90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250 곳이 넘는 공원, 

사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골프 코스, 보트 진수장, 기타 장소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 주립 공원들은 년 5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54,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휴양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518-474-0456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www.parks.ny.gov를 

방문하십시오. 페이스북(Facebook)으로 저희와 관계를 맺으시거나 또는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트위터(Twitter)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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