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12월 3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2,600만 달러 규모의 데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 리노베이션 발표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공원의 트랙, 필드, 예술 센터, 라커 룸 개선 공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할렘의 데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Denny Farrell 

Riverbank State Park)에 대한 2,6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30년된 라커룸 

시설 리노베이션, 야외 트랙 및 필드 업그레이드, 공연 예술 센터 등에 투자가 

진행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렘 커뮤니티는 더욱 많은 녹지, 최상급 스포츠 

시설,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도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주립공원인 데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에 이러한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2,6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우리는 주립공원 시스템에서 가장 

독특한 장소 중의 하나를 개선하고 현대화하여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환경 교육의 

중심지로서 공원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매년 공원을 방문하는 수백만 명의 연령과 방문 목적을 고려하여, 공원에 종합적인 

리노베이션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자본 투자 프로젝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운동장 및 수중 센터 모두에 30년 된 라커룸 센터 리노베이션. 1,9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2023년 1월 시작하여 2023년 봄 완공 예정인 운동장 라커룸 

리노베이션, 2023년 봄 시작하여 2024년 봄에 완료되는 수중 시설 라커룸 

리노베이션.  

• 야외 트랙 재포장, 터프 필드 교체 등 2023년 2월에 시작되어 2023년 6월 완공 

예정인 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 연중 운영되는 공원 공연 예술 센터에 새로운 난방, 환기, 공조 시스템 설치. 

2023년 2월 시작되어 2023년 6월 종료되는 500,000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올해 초, 주립공원(State Parks)는 1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저녁 활동 및 행사를 위한 야외 

트랙 및 필드를 밝히는 조명 타워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정원을 



리노베이션하여 가든 베드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위치를 조정하고 장애인법(ADA)에 따라 

접근성을 개선했으며, 배관 및 수도 공급을 개선했습니다.  

  

Erik Kulleseid 뉴욕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은 웨스트 할렘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Hochul 주지사의 

지원 덕분에 이러한 리노베이션을 시행하여 주요 공공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공원의 수많은 방문객들은 공원을 한층 더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Robert Jackso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맨해튼에서 가장 멋진 

워터프론트 공원의 하아니자, 주 상원에서 제가 대변하고 있는 곳인 데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 활성화를 위해 Hochul 주지사가 투자를 한다는 멋진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결정으로 뉴욕주는 주립공원과 녹지가 웨스트 할렘과 같은 지역에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인정했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 

주민들이 이번 리노베이션의 혜택을 받아 주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Jose Serrano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립공원은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수많은 혜택을 가져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우리 공원은 피난처가 되어 

운동과 여가, 즐거움을 느끼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데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에 반드시 필요한 개선 사업과 투자가 진행되어 사람들이 공원을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리노베이션을 진행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주립공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l Taylo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30년 동안 데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은 

할렘과 워싱턴 하이츠의 건강, 예술, 지역사회 연대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금을 활보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녹지와 시설, 대중 교육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제 전임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뉴욕시에서 가장 사랑받는 주립공원에 

투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현대화 및 개선 공사를 통해, 데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가와 문화 중심지로 활약할 

것입니다."  

  

Danny O'Donne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모임, 피크닉, 전망 등 데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은 많은 뉴욕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다는 것은 우리 공원의 시설을 많이 이용한다는 뜻이며, 이제 리노베이션과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수백만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될 

투자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인 소중한 

주립공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Kulleseid 커미셔너께 

감사드립니다."  

  

Mark Levine 맨해튼 행정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이 투자를 받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스포츠 행사, 공연 예술, 워터프론트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리버뱅크와 같이 열린 공간과 공원은 건강한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토록 반드시 필요한 개선 공사를 통해 웨스트 할렘과 

업타운 지역사회에 녹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Shaun Abreu 뉴욕시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은 

웨스트 할렘 지역사회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도시 전역의 뉴욕 주민들은 아름다운 

워터프론트 전경과 조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사랑받는 공원이 계속 지역 가족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데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은 웨스트 할렘의 여가 및 문화 허브로 약 30년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원에는 매년 300만 명이 방문하며, 뉴욕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주립공원입니다. 과거 허드슨 리버(Hudson River)에서 소외된 지역에 중요한 

지역사회 자원으로서 기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소외받았던 지역사회가 4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자원을 제공하여, DF 리버뱅크 주립공원 주립공원은 

웨스트 할렘 지역사회의 중추입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2021년에 7,84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한 

250개가 넘는 개인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이 

레크리에이션 활동 장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518-474-045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parks.ny.gov를 방문하시고 또는 페이스북(Facebook)에 접속하거나 혹은 

트위터(Twitter)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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