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5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브루클린에서 "언더 더 케이 브리지 파크" 건설 완료 및 개장 발표  

  

코시우스코 브리지 개통과 더불어 발표된 뉴욕주 DOT의 혁신 도시 공원 건설 완공  

  

"언더 더 케이 브리지 파크"에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새로운 자전거 및 보행자 통로 

구비  

  

노스 브루클린 공원 연맹이 공원의 향후 유지 보수 및 프로그래밍 감독  

  

이전 및 이후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언더 더 케이 브리지 파크(Under the K Bridge Park)" 

건설이 완료되어 내일 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과거 브루클린의 

코시우즈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가 있었던 부지를 개조하여 노스 브루클린 

커뮤니티(North Brooklyn Community)를 위한 열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허가를 받고 시설 건설을 감독했으며 약 7 

에이커 규모의 주정부 부지의 시설 운영 및 관리를 노스 브루클린 공원 연맹(North 

Brooklyn Parks Alliance)에 맡겼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시우스코 브리지는 운전자, 도보 통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에게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노스 브루클린 지역사회가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넓은 열린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뉴욕주 전역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는 도로와 교량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안전과 상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더욱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언더 더 케이 브리지 파크'는 코시우스코 브리지 

프로젝트가 두 개의 뉴욕시 자치구들을 연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언더 더 케이 브리지 파크는 코시우스코 브리지의 브루클린 방면 구간의 기존 공유로와 

완전히 연결되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이 도로 개조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더 많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시설은 새벽부터 황혼까지 매일 

운영되며, 코로나19 보건 및 안전 조치가 실시되어 공원 방문객들은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등에 대한 주정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K_Bridge_Park_Before_and_After_Pics.pdf


 

 

높은 잔디밭, 우중 정원, 습지 정원, 녹지 등을 구비한 "언더 더 케이 브리지 파크"에는 2만 

그루 이상의 나무와 고사리, 자작 나무, 단풍 나무, 상록수 등 토종 식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맨해튼 스카이라인(Manhattan Skyline)과 코시우스코 브리지 메인 

스팬(Kosciuszko Bridge Main Span)의 케이블 구조물이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코시우스코 브리지의 공유로(Shared Use)와 "언더 더 케이 브리지 파크"를 연결하는 

연결로 외에도, 코시우스코 브리지 접근 스팬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기타 구역에는 좌석을 

갖춘 작은 노석이 있으며, 롤러 스케이트부터 스케이트 보딩까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넓은 광장, 프로그램 및 공연 관람이 가능한 관람석 등이 있습니다. 이 

공간의 핵심은 뉴타운 크릭(Newtown Creek) 의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릭사이드(Creekside)" 라고 불리는 이곳은 1939년 원래 코시우스코 브리지 메인 스팬 

구조물 에 사용된 콘크리트 기초를 활용했으며, 역사 유적을 이용하여 크릭과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전망할 수 있는 좌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크릭 주변에는 워터프론트 

공연을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작은 원형 극장도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공중 보건 긴급 상황에서 주민들이 책임감 있는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공원과 야외를 방문할 때 방문객들은 해당 

지역에서 여가를 즐기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주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모든 야외 활동에 진지하게 임하고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감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교통부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시우슈코 

브리지는 뉴욕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시내 운전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진정으로 혁신적인 도심 공원이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DOT는 더많은 열린 녹지 공간을 통합하여 모든 뉴욕 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는 야외 여가 공간의 

중요성을 다시 드러냈으며 이것이 바로 '언더 더 케이 브리지 파크'가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넓은 산책로, 혁신적인 디자인 및 조경을 통해 사람들이 진정으로 

연결됩니다. 프로젝트를 하나씩 진행하면서, Cuomo 주지사는 뉴욕에서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가 전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더 더 케이 브리지 파크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했던 공원을 제공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혁신적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원 조성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교통부와 

노스 브루클린 공원 연맹에 박수를 보냅니다."  

  

노스 브루클린 공원 연맹의 Joseph Vance 창립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브루클린은 역사적으로 공원 및 열린 공간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러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새로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언더 더 케이 브리지 파크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활용도가 낮은 공공 

부지를 열린 공간으로 바꾸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야심찬 계획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뉴욕주 DOT, 그리고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 사업 

시행에 도움을 주신 그의 사무실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를 맡아 멋진 공간을 

디자인해주신 퍼블릭 웍스(Public Work)에 감사드립니다."  

  

Carolyn B. Malone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더 더 케이 브리지 파크'의 

완공과 개장을 마침내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퀸즈와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8억 달러 규모의 코시우스코 브리지 공사 자금 대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교량을 위한 일일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녹지를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공원은 뉴욕이 코로나19 위기라는 힘든 

14개월을 보내면서 열린 녹지 공간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절감한 시기에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원은 우리의 위대한 도시를 재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완수한 뉴욕주, 뉴욕주 교통부, 노스 브루클린 연맹 모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Julia Salaza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더 더 케이" 공원의 개장은 노스 

브루클린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모두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이 순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그린포인트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추가적인 녹지 공간과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를 마련하여 공원과 다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mily Gallagher 하원의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원 제50 지역구에는 열린 공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환상적인 코시우스코 다리 하부의 강변에 위치한 아름다운 

공원에서 휴식을 즐기는 일은 특히 우리 지역의 북부 주민들에게 매우 필요했습니다."  

  

브루클린 자치구의 Eric Adams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클린 자치구의 

Eric Adams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도시 공간을 공원과 여가 용도로 재활용해야 하는 사업의 중요성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공공 토지 신탁(The Trust for Public Land)가 실시한 연구는 1,10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은 거주지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 공원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공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언더 더 케이 브리지 파크'의 개장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협력해주신 

주정부에 감사드립니다."  

  

Stephen Levin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 개월 동안 실내에만 머물러야 

했던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이 공원은 매우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주지사의 팀에 찬사를 보냅니다. 여가 공간은 어린이 발달과 우리 집단 

복지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저는 이 새롭고 흥미로운 공공 장소에서 다시 한 번 

지역사회가 함께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언더 더 케이 브리지 파크"는 또한 셜리 치솜 주립공원(Shirley Chisholm State Park)을 

포함하여 브루클린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원지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기발하고 

있습니다. 자메이카 베이의 해안의 407 에이커 규모에 위치한 이곳은 뉴욕시에 조성된 



 

 

가장 최신의, 최대 규모의 공립 공원입니다. 2018년 12월에는 그린포인트의 교량 

브루클린 방면에 서전트 윌리엄 도허티 파크(Sergeant William Dougherty Park)가 

개장한 바 있습니다.  

  

코시우스코 브리지의 브루클린 방면 스팬은 공식적으로 2019년 8월에 개장했습니다. 

완공된 다리는 1964년 베라짜노-네로우스 브리지(Verrazano-Narrows Bridge)이 개통된 

이후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대규모 브리지 크로싱입니다. 8억 7,300만 달러의 

설계-건축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인 이러한 새 교량의 개통은 예산 내에서 진행되어 

예정보다 4년 일찍 이뤄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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