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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버팔로 시의 RALPH WILSON 공원 보수와 미래의 RALPH WILSON 

공원 개척 파트너 발표  

  

1억 1,000만 달러의 공동 투자로 옛 LaSalle 공원을 버팔로 수변에 있는 세계 유일의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지역 사회의 비전 실현  

  

접근성 개선, 볼 필드 개선 및 해안선 재활을 위한 시그니처 보행자 다리가 포함되는 

1단계 공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Buffalo 시와 Ralph Wilson Park Conservancy가 Buffalo의 

수변에 위치한 99에이커 규모의 세계적 수준의 공원인 Ralph C. Wilson, Jr. Centennial 

공원("Ralph Wilson 공원") 프로젝트를 착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 LaSalle 공원을 

위한 지역사회 주도 비전 과정인 "Imagine LaSalle"의 안내에 뿌리를 둔 Ralph Wilson 

공원은 1억 1,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포용적인 공공 공간 중 

하나로 탈바꿈하여 인근 주민들과 지역 전체에 걸쳐 그리고 그 이상의 방문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원 이름은 고인이 된 기업가이자 재향군인이자 자선가인 

Ralph C. Wilson, Jr.의 유산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공원은 2025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설계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팔로 빌스 팬들은 창업자 Ralph 

Wilson의 버팔로에 대한 헌신과 그의 일생 동안 관대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Ralph 

Wilson 공원의 획기적인 발전은 이 수변 공원의 협력적인 변화를 활기찬 커뮤니티 

공간으로 가져올 것이며, 그곳에서 미래 세대들은 앞으로 수년간 모임을 즐길 것입니다. 

이는 Ralph Wilson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Conservancy Board 사장인 Belang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버팔로의 가장 큰 

수변 공원이고 1932년 버팔로 시의 100주년 기념행사를 주최한 이래 웨스턴 뉴욕 

공동체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는 일생일대에 한 번 볼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Ralph Wilson 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공원 중 하나로 꼽힐 것이고 

인접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버팔로니아 세대들이 이곳에 모여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원이 웨스턴 뉴욕 시민들과 지역 전체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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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너머로부터 온 방문객들에게 목적지로서 그것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역 전체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Byron W. Brow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8년 10월 Mary Wilson은 버팔로에 

와서 Ralph C. Wilson, Jr. Foundation이 이전 LaSalle 공원을 이 독특한 환경의 자연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해안가 목적지로 변모시키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돕기 위해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기공식은 이웃 공동체와 버팔로 주민 모두가 앞으로 대대로 즐길 수 

있는 '일반인들이 이용 가능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기획과정의 

주요 이정표입니다."  

  

커뮤니티 주도 개발  

  

초기 5,000만 달러의 투자 외에도, 재단은 다년간 진행되고 지역사회 주도 노력인 

Imagine LaSalle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여 이웃, 거주민, 방문객을 위한 세계적인 등급의 

명소로 변환되도록 이 공원을 위한 커뮤니티 비전을 탐구하고 개발했습니다. University 

at Buffalo Regional Institute(UBRI)는 Wilson Foundation, Community Foundation for 

Greater Buffalo, 버팔로 시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버팔로 도시 개발 공사(BUDC), 

커뮤니티 서비스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래밍 부서 및 시장 전략 기획 사무실과 

협력하여 이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자금 제공자와 이해 관계자는 Ralph Wilson 공원에 대한 커뮤니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포용성과 다양성의 공원 문화를 기념하고 영감을 주는 조경으로 

자연을 포용하기 위해 설계된 이 공원은 극적인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언덕과 계곡을 

쓸고, 활발하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을 위한 여행지 놀이 

공간으로 지형이 바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디자인은 새로운 보행자 다리를 통해 이웃의 

연결성을 높이고, 안전한 물 접근을 극대화하고, 기후 변화와 호수 수위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적인 해안선을 구축할 것입니다.  

  

Ralph C. Wilson, Jr. Foundation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David O. Eg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획기적인 발전은 버팔로 시, 뉴욕시 그리고 2018년 재단 설립자인 

Ralph Wilson 씨를 기리기 위해 함께 한 수많은 파트너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Imagine LaSalle 참여 프로세스는 미래의 Ralph Wilson 공원에 대한 야심찬 

커뮤니티 비전을 제공했으며, 이 놀라운 파트너, 이해관계자 및 자금 제공자 그룹이 

공개되고 모두에게 환영받을 공공 공간에서 일생에 한 번뿐인 이 투자를 지원하는 데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시공 일정  

  

해당 공원은 향후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공원 방문객들이 공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자용 다리부터 시작하여 늦여름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에는 또한 몇몇 야구장과 소프트볼 경기장을 업데이트하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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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호수 수위와 혹독한 날씨로부터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탄력적인 해안선을 만들기 

위해 입구 지역을 재건하는 작업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일부 다른 작업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미공병단은 Colonel Ward Pumping Station의 

전면에 있는 기존 방파제를 전면 개보수하고, 버팔로 수자원 관리청(Buffalo Water 

Authority)은 48인치 워터 메인 라인에 대한 중요한 수리 작업 및 Skate 공원에 대한 개선 

작업을 완료했으며 Waterfront Village 주택 뒤에 있는 Empire State Trail이 

완료되었습니다.  

  

창의적이고 독특한 도시 디자인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뉴욕에 기반을 둔 조경 

건축 회사인 Michael Van Valkenburgh Associates는 버펄로 시, BUDC, UBRI 및 

Imagine LaSalle 프로젝트 파트너와 협력하여 이 공원을 설계했습니다. MVVA는 또한 

Detroit Riverfront에 "자매" Ralph Wilson 공원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것은 Wilson 

Foundation의 또 다른 지리적 중점 프로젝트입니다. 건축 및 엔지니어링 회사인 

Schlaich Bergermann Partner(sbp)는 190번 주간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보행자 

다리의 설계와 건설을 주도하고 있으며, Ralph Wilson 공원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BUDC와 Gardiner & Theobold가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Gilbane Building Company가 이끄는 다양한 건설 회사들로 구성된 팀이 건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금 조달 파트너  

  

공원의 1단계 프로젝트는 자금이 전액 지원되며 전체 공원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90% 

이상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2019년 10월, 뉴욕주는 보행자 다리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뉴욕주 환경 시설공단(NYS Environment Facilities Corporation)은 

인입구를 위해 25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150만 달러는 공원 내에 공공 접근 블루웨이 

사이트를 구현하기 위한 Buffalo Niagara Waterkeeper의 Buffalo Blueway 

이니셔티브에서 나온 것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서 일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무부는 Outdoor Recreation Legacy Partnership(ORLP) 

프로그램을 통해 놀이터를 건설할 수 있도록 2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버팔로 시는 Lower West Side 인근 지역을 공원과 수변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보행자 

다리를 지원하기 위해 3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Wilson Foundation은 전체 지역사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행자 다리와 해안선 복원력에 대해 추가로 1,0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Greenway Commission는 쇼어라인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의 

증대된 연결과 공원을 통한 증대된 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25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메이저 리그 야구와 메이저 리그 야구 선수 협회의 공동 이니셔티브인 

MLB-MLBPA Youth Development Foundation은 청소년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장 보수에 

1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은 미국 

환경 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과 협력하여 그레이트 레이크 

복원 이니셔티브(Great Lakes Restoration Initiative, GLRI) 기금에 200만 달러를 

제공하여 Great Lakes Commission과의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해안선 서식지 복원을 

위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 작업 그리고 서전 건축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NOAA는 현재 해안 서식지를 늘리고 보다 탄력적인 해안선을 건설하기 위한 복원 

프로젝트의 건설을 위해 Great Lakes Commission와의 갱신된 파트너십을 통해 GLRI의 

추가 자금 1,000만 달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Ralph Wilson 공원을 우선 

보호 및 복원해야 할 서식지로서 그레이트 레이크 복원 이니셔티브 행동 계획(Great 

Lakes Restoration Initiative Action Plan)을 크게 지지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물고기와 

야생 동물 서식지의 손실과 물고기 수의 감소 때문에 이 공원은 Niagara Area of 

Concern(AOC) 내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Buffalo Niagara Waterkeeper와 

NYS 환경보전국(NY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해안선에 

대한 협력은 서식지의 복원과 관련된 이니셔티브에 착수하여 공원 입구 지역에 토종 

식물을 채집하고 기르기 위한 웨스턴 뉴욕 토지 보존국(Western New York Land 

Conservancy)의 노력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National Fish 

and Wildlife Foundation)은 또한 2,600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음으로써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DEC 커미셔너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Ralph Wilson 

공원은 Lake Erie와 Niagara River 수변에 대한 새로운 대중 접근과 우리의 자연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야외 교육을 제공하면서, 그것을 둘러싼 지역사회에 큰 환경 

혜택을 주는 신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은 또한 야생 동물 보호에 대한 DEC의 헌신을 

지지하며, 이 지역을 집이라고 부르던 손실되고 퇴화된 물고기와 야생 동물 서식지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뉴욕 주립 공원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버팔로 수변에 

이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을 축하드립니다. 공공 공원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Ralph C. Wilson, Jr. Foundation과 

버팔로 주민들이 함께 이 훌륭하고 포괄적인 공원을 건설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환경 보호청 2지구 지역 책임자인 Lisa F. Garci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버팔로와 Lake Erie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운 날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역사적으로 오염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받고 이 멋진 수변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초당적인 인프라법의 투자를 통해 버팔로 

물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데 전례 없는 진전을 이루며 수변 접근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alph Wilson은 저의 소중한 

친구였고, 이 공원은 버팔로에 대한 그의 유산과 변함없는 헌신에 걸맞은 헌사가 될 

것입니다. 곧, 현대적이고 활기찬 공원이 수변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Ralph의 비전에 변함없는 헌신해 준 Wilson 

Foundation, 이 프로젝트에 대한 헌신해 준 버팔로 시, 그리고 이 아름다운 수변의 땅에 

최첨단 공공 시설을 도입하려는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Brian Higgins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alph Wilson Conservancy의 이러한 

헌신은 버팔로와 웨스턴 뉴욕 지역 사람들에게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혜택을 줄 

선물입니다. 공원은 주변의 지역사회에 평온함과 에너지를 모두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투자와 2,400만 달러가 넘는 연방 자금 덕분에 작업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을 수변, 건강한 레크리에이션 옵션, 

그리고 서로와 더 잘 연결시켜 줍니다."  

  

Tim Kenned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획기적인 사건은 우리 도시의 

해안가를 기념하고 진정으로 사람들의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포괄적이고 협력적이며 세계적 수준의 공공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버팔로를 

만들기 위한 Ralph C. Wilson, Jr.의 비전을 증폭시킵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은 

퀸 시티에 유례없는 레크리에이션 경험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더 큰 지역의 미래에 

대한 Wilson씨의 유산과 헌신을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내 여러 차원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Sean Ry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Ralph C. Wilson, Jr. Centennial 

공원은 Ralph Wilson의 삶과 유산 그리고 버팔로와 웨스턴 뉴욕 지역사회에 대한 그의 

관대한 정신에 대한 아름다운 헌사가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공원은 주변 이웃들과 지역 

전역의 사람들에게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수변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가 이 훌륭한 프로젝트에 투자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지도력을 아끼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헌신한 Mary Wilson과 Wilson Foundation에 

감사드립니다."  

  

Crystal Peoples-Stokes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alph Wilson 

공원은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진정한 

증거입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의 다양한 파트너들의 노고 덕분에 버팔로는 우리 수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녹지 공간을 확장 및 강화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모임 공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Ralph Wilson Jr.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는 Ralph C. 

Wilson Jr. Foundation의 놀라운 작업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버팔로 도시 개발공사(Buffalo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사장인 Brandye 

Merriweather와 부사장인 Rebecca Gandou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UDC 이사회 

의장인 Byron Brown 시장과 BUDC 다운타운 위원회 의장인 Brendan Mehaffy를 

대표하여 우리는 Ralph Wilson 공원의 기공식을 축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멋진 프로젝트 파트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Ralph Wilson Centennial 공원을 세계적인 수변 목적지로 

조성하는 것은 버팔로 시에서 가장 다양한 지역 중 하나에서 장소 감각을 향상시키려는 

BUDC의 비전과 일치합니다."  



  

MLB 및 MLBPA Youth Development Foundation의 Jean Lee Batrus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Ralph C. Wilson, Jr. Foundation 및 지역사회 주도의 Ralph 

Wilson 공원 재활성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훌륭한 파트너와 함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청소년 야구와 

소프트볼의 참여를 늘리고 다른 문화와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우리 조직의 사명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 공원의 전반적인 완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레이크 위원회(Great Lakes Commission)의 Erika Jense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reat Lakes Commission는 해안 복원력을 높이고 Niagara River 

Area of Concern의 물고기와 야생 동물 서식지를 개선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지역 파트너, 기업, 주정부 및 연방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전담 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강력한 커뮤니티 계획수립 프로세스에 

따라 서식지의 복원을 공원의 더 큰 변혁 프로젝트에 통합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전체 

버팔로 공동체에 생태학적 혜택과 레크레이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에 

흥분됩니다."  

  

NOAA 어장 서식지 보전 사무소(NOAA Fisheries Office of Habitat 

Conservation)의 Carrie Selberg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alph Wilson 공원 

프로젝트는 수변 습지를 조성하고, 딱딱하게 굳은 해안선을 제거하고, 다양한 어종을 

위한 서식지를 조성함으로써 Niagara River 생태계와 버팔로 시에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NOAA는 지역사회를 위한 이러한 혁신적인 노력에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하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환경 시설 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Maureen A. Cole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FC는 Lake Erie 해안선의 재귀화를 

돕기 위해 250만 달러의 녹색 혁신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 중요한 환경 정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콘크리트 방조제를 제거하고 

습지로 변모시켜 수변에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더할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성할 

수 있는 수생식물과 물고기 서식지를 제공하고 수변에 자연적인 복원력을 더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버팔로 사람들과 방문객들에게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홍수 사건을 완충하고, 침식을 줄이고, 탄소를 저장하고, 수생 식물, 해양 

생물, 그리고 야생 생물에게 더 많은 서식지를 제공함으로써 Lake Erie의 수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Buffalo Niagara Waterkeeper의 Jill Jedlicka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Buffalo Niagara Waterkeeper는 우리 도시의 수변에 있는 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프로젝트에 이 놀라운 공원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 왔습니다. 

Ralph C. Wilson, Jr. Foundation의 약속과 비전은 Buffalo 시와 수십 개의 파트너와의 

협력과 결합되어 Wilson씨를 기리는 공평한 대중 접근과 건강한 생태계의 유산을 제공할 

것입니다. Waterkeeper는 Buffalo Blueway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 작업을 지원하고 이 

공원을 위한 상당한 서식지와 생태계 기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Waterkeeper는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수행하고 생태계 및 해안선 개선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헌신적인 파트너로 남아 있습니다."  

  

Ralph Wilson 공원 Conservancy 소개  

Ralph Wilson 공원 Conservancy는 버팔로 시 내의 Lake Erie에 위치한 99에이커의 

공원인 Ralph Wilson 공원을 운영, 유지 및 홍보하기 위해 버팔로 시와 제휴하여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2021년에 설립된 Conservancy는 Imagine LaSalle 공공 참여 

프로세스를 통해 제시된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공원이 운영 및 유지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Conservancy는 향상된 공원 유지 관리, 비구조적 개선, 잔디 관리, 원예, 가구 배치,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할인, 마케팅 및 브랜드와 같은 책임을 맡으면서 지역사회 및 버팔로 

공원 부서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RWParkBuffalo.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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