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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BAYARD CUTTING ARBORETUM 주립공원에서 930만 달러의 

업그레이드를 시작한다고 발표  

  

업그레이드, 새로운 방문객 센터, 개선된 주차 및 전시관 포함  

  

부지, 롱아일랜드 남쪽 해안에 남아 있는 마지막 19세기 위대한 유산 중 하나  

  

프로젝트 렌더링 이미지는 여기에서 확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서퍽 카운티에 있는 Bayard Cutting Arboretum 

주립공원에서 새로운 방문객 센터, 개선된 주차 공간 및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한 930만 

달러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ayard Cutting Arboretum 주립공원은 수십 년 

동안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19세기 동안 롱아일랜드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훌륭한 사유지의 빛나는 본보기입니다. 이러한 개선 프로젝트는 이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훨씬 더 풍부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 것이며, 뉴욕 시민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계획에는 다단계 건설 프로젝트가 2024년 가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업 범위에는 방문객들에게 Cutting 주립공원을 찾는 가족과 역사적인 

60개의 방, 튜더 스타일의 저택, 다양한 나무, 관목, 식물로 조경된 부지, 그리고 

롱아일랜드에 진행 중인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1,600평방 피트의 

새로운 방문자 센터가 포함됩니다.  

  

또한 현재 소규모 주차 공간을 대체할 248개의 새로운 포장 및 표준 너비 주차 공간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맨션의 전기 서비스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93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여러 파트너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여기에는 

Natural Heritage Trust를 통해 Bayard Cutting Board of Trustees로부터 150만 달러의 

기부금과 함께 New York Works(480만 달러), 연방 토지 및 물 보존 기금(Lan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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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Conservation Fund) (230만 달러), 주 환경 보호 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75만 달러)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주립공원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정부의 자금 지원과 결합된 

Bayard Cutting 수탁자들의 관대한 지원은 주립공원과 자연 유산 신탁에 매우 가치 있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개선 프로젝트는 이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이며 이 장소는 2021년에 방문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Bayard Cutting Trustees 의장인 Scott Wis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정부와 신탁 위원회 사이의 수년간의 사려 깊은 준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Arboretum의 화려한 업그레이드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Alexis Weik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ayard Cutting Arboretum 주립공원은 

롱아일랜드와 우리 지역사회에 보석과 같은 장소입니다. 이 공원은 제 가족과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으며, 역사적이고 풍부한 역사 덕분에 이 공원이 

필요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업그레이드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Jarett Gandolf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rboretum에 대한 투자는 방문객들의 

경험을 더욱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이 즐길 수 있도록 롱아일랜드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 노력에는 방문자 센터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어레이, LED 주차장 

조명, 전기차 충전소 및 주차장에 설치된 침투 아스팔트 포장이 포함됩니다. 이는 빗물 

배수 및 수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립공원은 공사 중에도 계속 개방될 것입니다. 방문객들을 수목원으로 안내하고 그 

곳에 위치한 특정 나무와 정원에 대해 배우기 위해 대화형 앱/웹사이트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MBB Architects에 의해 설계된 새로운 방문객 센터는 19,000평방 피트의 저택과 부지의 

입구에 전시물을 수용하는 유리 파빌리온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전시회는 수목원을 

구성하는 나무와 식물, 나무 성장의 과학, 해당 부동산의 역사, 그리고 인간에 의해 

유발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이곳에서 취해지고 있는 조치들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계약자는 G&M Earth Movers로, Central Air Corp은 기계 

계약자, Roland's Electric Inc.는 전기 계약자, KG Mechanical Inc.는 배관 계약자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The LiRo Group에서 건설 관리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2021년 47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목원을 방문했는데, 이는 연간 기록이며 2015년 

이후 거의 90% 증가한 수치입니다. 2003년 이후, 4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림 같은 

코네쿼트 강(Connetquot River)에 위치한 691 에이커의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부동산 맨션은 부동산 시대의 전형적인 가구로 본래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HBO Max의 The Gilded Age 촬영 중에 사용된 저택의 가이드 투어는 계절마다 



즐길 수 있습니다. 주립공원은 또한 일년 내내 개방되는 하이킹 트레일이 많습니다. 

수목원 부지는 Frederick Law Olmsted가 부유한 변호사, 금융가, 부동산 개발자, 사탕무 

정제업자, 자선가인 William Bayard Cutting을 위해 설계했습니다. Frederick Law 

Olmsted는 일찍이 Niagara Falls 주립공원이 될 예정이었던 뉴욕 시의 센트럴 파크를 

설계했습니다.  

  

주립공원은 1973년 이후 역사적인 지역으로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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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ic Preservation)은 매년 역사적인 7,80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250곳이 넘는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골프 코스,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장소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518-474-0456번으로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www.parks.ny.gov를 방문하십시오. 또는 페이스북(Facebook)에서 

저희를 찾으시거나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트위터(Twitter)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Natural Heritage Trust는 뉴욕주의 공원, 레크리에이션, 문화, 토지 및 물 보존 및 역사적 

보존 목적을 위한 추가 공공 프로그램에 대한 선물, 보조금 및 기부를 받고 관리하는 

임무를 가진 비영리 공익 법인입니다. NHT는 기부를 받고, 기금을 모금하며, 다음과 

같은 기관 파트너들과 협력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통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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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rvation, OPRHP), 환경보전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국무부(DOS). 더 자세한 내용은 www.naturalheritagetrust.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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