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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1,100만 달러의 사우스포인트 공원 재개발 수변 산책로 사업 개시를 

발표  

  

이 프로젝트는 멋진 조망을 우선시하며, 해안가 복원 및 서식지를 보호  

  

완성된 공원의 모습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금일 루즈벨트 아일랜드(Roosevelt Island)의 사우스포인트 

공원(Southpoint Park) 내에 최근 확대 및 개선된 해안가 산책로 사업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1,100만 달러의 재개발 프로젝트는 이 섬의 조망 지점을 오솔길 및 

고유식생 지점까지 확대하며, 향후 있을 수 있는 폭풍 피해에 대해 해안가를 보강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지역사회를 황폐케 하는, 기후 

변화로 야기된 극심한 기후 위기를 더 자주 보고 있으며, 이 위협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우스포인트 공원의 신규 산책로가 멋진 장관을 제공하고 

루즈벨트 아일랜드의 풍부한 역사에 접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해안가에 이루어진 

개선이 향후 수년 동안 올 극심한 기후 변화의 충격에서 이 섬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에이커 규모의 사우스포인트 공원은 2011년 가을 대중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1년 후, 

슈퍼 폭풍 샌디(Sandy)가 뉴욕을 휩쓸며 주 전역 해안에 피해를 야기했는데, 이는 

이러한 폭풍에 대한 이 섬의 취약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600 

피트 길이의 해안선을 샌디와 같은 폭풍으로부터 보호하며, 거의 34,000 제곱피트에 

이르는, 야생 동물 및 곤충이 서식하기에 알맞은 새로운 고유의 조경을 포함하면서, 공원 

내외에서 더 나은 전경을 제공합니다.  

  

루즈벨트 아일랜드 운영재단(Roosevelt Island Operating Corporation, RIOC)의 

회장이자 CEO인 Shelton J. Hay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퍼 폭풍 샌디는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실제적이며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우스포인트 공원의 해안가를 보호 및 보강하려는 우리의 진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너스로, 동시에 저희는 자랑스럽게 주민과 방문객이 같이 즐기게 되기를 

기대하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해안가에 오아시스를 만든 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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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개발된 사우스포인트 공원을 찾는 방문객은 확대되고 개선된 조망 지점에서 

멋진 도시의 전경을 즐길 수 있고, 무성한 숲이 우거진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조용히 걸을 

수 있으며, 편안하게 앉아 휴식을 취하면서 뉴욕의 활기찬 강기슭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루즈벨트 아일랜드의 지역사회 그룹은 섬 및 강변에 

서식하는 야생 동물은 물론 고유식생에 대한 교육용 안내 표지를 만들기 위해 

아일랜드의 공무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우스포인트 공원 내에 설치될 

것입니다.  

  

캐피털 플래닝 프로젝트(Capital Planning and Projects)의 부책임자인 Prince 

Sha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자연 서식지에서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는 

것을 유지 및 장려하면서 공원에서의 여가활동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 및 야생 동물을 설명하는 교육용 표지를 만들어 설치하여, 

지속 가능성 및 보존 노력에 집중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1,100만 달러의 재개발 프로젝트는 2020년 7월에 시작되었으며, 예산을 집행하여 

예정보다 일찍 완료했습니다.  

  

여성 의원인 Carolyn B. Malon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뉴욕시에서 

열린 공간을 옹호해 왔으며, 아스토리아(Astoria) 해안가 및 이스트 리버(East River) 

산책로는 물론 루즈벨트 아일랜드를 지지하는 의회의원으로서, 우선 이스트 리버를 

따라 지속되는 해안가 복원 및 환경 이슈의 긴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 및 

루즈벨트 아일랜드 운영 재단이 오솔길 및 고유식생을 가진 조망 지점을 확대함으로써 

사우스포인트 공원의 해안가 산책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루즈벨트 아일랜드의 주민들이 이 새로운 열린 공간을 즐기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 

폭풍 피해에 대비해 해안선을 강화할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의원인 Jose Serran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를 실제 

직면하면서, 저는 기존 야생 동물 서식지를 유지하면서, 사우스포인트 공원의 해안선이 

보강되도록 하는,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들 개선 조치가 

루즈벨트 아일랜드를 극심한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민 및 방문객에게 

향후 수 년간 접근성 및 여가 활동 기회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뉴욕주 하원의원인 Rebecca Seawr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Kathy Hochul 

주지사 및 루즈벨트 아일랜드 운영 재단의 CEO인 Shelton Haynes가, 복원 및 해안가 

산책로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에서 1,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사우스포인트 공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대해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주민 및 

방문객은 루즈벨트 아일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도시 전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맨해튼 자치구(Manhattan Borough)의 회장인 Gale A. Brew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루즈벨트 아일랜드가 더욱 복원력을 지니도록 주정부의 투자를 추진한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야생 동물들에게 오아시스를 제공할 것이며, 



주민 및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조망 지점을 제공하면서, 이 섬의 해안가를 확대 및 

재활성화 할 것입니다."  

  

Ben Kallos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즈벨트 아일랜드 및 재개발 사우스포인트 

공원처럼 섬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장소가 뉴욕시에는 없습니다. 저는 재개발된 

산책로가, 주민 및 방문객에게 공원의 역사와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개선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섬의 해안가를 미래 자연 재해 및 기후 변화로부터 필요한 보호를 

훨씬 더 잘 제공한다는 점이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두 지휘하시는 RIOC 

및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루즈벨트 아일랜드 운영 재단(RIOC)에 관하여  

RIOC는 루즈벨트 아일랜드를 계획, 설계, 개발, 운영, 유지하는 임무를 가진 공익 

재단으로 1984년에 뉴욕주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혁신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해결책에 초점을 두면서, RIOC는 섬의 거주지 커뮤니티를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RIOC는 루즈벨트 아일랜드의 상징인 전차 선로를 포함하여, 

2마일에 이르는 섬의 도로, 공원, 건물, 스포츠시설 및 대중교통을 관리합니다. 게다가, 

RIOC는 주민, 직원, 업체 소유주 및 방문객을 위하여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공공안전부(Public Safety Department)를 운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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