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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3월 2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JONES BEACH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공원공원공원 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 계획계획계획계획 발표발표발표발표  

 

6천천천천 5백만백만백만백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니셔티브는이니셔티브는이니셔티브는이니셔티브는 620개개개개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만들기만들기만들기만들기, 역사역사역사역사 공원공원공원공원 복원복원복원복원 및및및및 변환하는변환하는변환하는변환하는 다년다년다년다년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간략하게간략하게간략하게간략하게 설명설명설명설명 

 

공개적으로공개적으로공개적으로공개적으로 제안을제안을제안을제안을 검토하고검토하고검토하고검토하고 코멘트코멘트코멘트코멘트 하는하는하는하는 기회기회기회기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에서 가장 사랑 받는 주립 공원 중 하나의 복원 및 변환을 

촉진하기 위한 Jones Beach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Long Island에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추가 유치하여 중요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ones Beach의 85 주년을 기념하면서, 활성화 계획은 공원 방문을 

증가시키고 경제 발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역사적, 미적 웅장함 복원, 탄력성 강화, 여가 기회 확대, 

공원 항목 간소화하는 이 모든 항목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의 행정부는 우리의 주립 공원 시스템 복원에 전념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투자 자본 

개선에 2억 6천 5백 만 불을 통해 입증된 약속입니다.”라고 Cuomo주지사가 말했습니다. “Jones 

Beach 활성화 계획은 우리의 가장 역사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우리의 관광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고 Long Island 지역 사회에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 시민에게 대대로 새로운 

Jones Beach를 즐기고 탐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향후 5 년 동안, 6천 5백 만 불의 Jones Beach 활성화 계획은 주로 지금까지 이미 2014년- 2015 년의 

집행 예산에 제안된 추가 9천불과 주립 공원 시스템에 2억6천5백만불을 투자하는 NY Work 구상을 

통해 투자 자본 개선 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 대서양을 따라 아름다운 하얀 모래 해변으로 

이루어진 Jones Beach는 지난 십 년간 6천 3백만명 이상의 방문자들이 방문하였고 매 Memorial Day 

주말마다 유명한 Bethpage 에어쇼을 개최했습니다. Nikon Theater에서 정기적인 콘서트가 있으며 

많은 다른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Jones Beach 방문객들은 공원에서 낭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주립 공원 시스템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역사적인 연간 약속과, 우리는 Jones Beach를미래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이 활성화 

계획에 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립공원장 Rose Harvey가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 주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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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과 이 비전을 형성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서비스와 전문성을 제공해준 파트너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그들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현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핵심으로 모았습니다  

 

뉴욕 주립공원 프로그램에서 Jones Beach 주립공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오픈 스페이스 

연구소 연합의 재정지원을 통해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OPRHP)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62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공원에 5년 동안 6천 5백만불을 투자 할 

것입니다. 확장된 할인 서비스 및 공공 - 민간 파트너십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Amherst의 Massachusetts 대학의 최근 연구는 

뉴욕 주립공원 지출 4억 1천만불 및 롱 아일랜드에 3,990개의 민간 부문 일자리를 포함하여 연간 

경제 활동에 19억 불을 지원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안된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서비스, 편의 시설 및 전반적인 접근성의 개선이 방문을 극대화하고 

정기적으로 공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충성을 유지하면서 신규 방문자를 유치하여, Jones Beach를 

인기 있는 곳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NY Works 계획의 시작부터 81개의 주립공원에 걸쳐 

192개의 프로젝트에 총 2억6천5백만불을 투자와 증진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발효 

후 1년, 주립공원의 방문자 수는 14년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5 년 동안, 활성화 계획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복원, 활성화 및 변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제안된 

6천 5백 만 불의 변환은 다음을 제공 할 것입니다: 

 

역사적역사적역사적역사적 위엄위엄위엄위엄 복원복원복원복원 

 

활성화 계획은 유명한 마스터 건축업자와 Jones Beach의 크리에이터인 Robert Moses의 지휘 

하에서 그것의 역사적, 미적 위엄 복원을 계획 중입니다.  동쪽과 서쪽 목욕탕 및 중앙 몰 건물을 

포함하는 공원의 주요 건물이 재건축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벽돌과 돌 건물의 숫자가 부활 많은 

역사적인 기능을 복원 할 것입니다 동안 재배 정원, 원시 자연 식물, 센트럴 몰 잔디밭과 분수의 

복원은 모든 재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음식음식음식음식 및및및및 음료음료음료음료 및및및및 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 확장확장확장확장 

 

새롭고 향상된 레크리에이션 기회 및 다양한 음식 및 음료 선택 옵션을 통해 매년 수백만의 

방문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새롭고 향상된 레크리에이션에는 배구, 축구, 

크리켓, 미니 골프, 요가뿐만 아니라, 물 기능, 암벽 등반, 그리고 짚 라인과 완벽한 모험 놀이 

공간이 포함될 것입니다. 재설계된 선택된 영역에서는 신규 공급 업체들이 더 많고, 다양한 지역 

특색 있는 음식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테라스가 있는 식당, 다이너, 테이크 아웃, 시장 

옵션, 해변가 카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Korean 

공원공원공원공원 입구입구입구입구 간소화간소화간소화간소화 

 

공원의 입구는 매력적인 환영 프라자로 공원의 자동화를 사용한 간소화된 입구로 재설계 할 

것입니다.  또한, 공원 전체에 간판을 설치하여 더 나은 접근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폭풍에폭풍에폭풍에폭풍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복원력복원력복원력복원력 증가증가증가증가 

 

Cuomo 주지사의 NYS 2100 위원회와 새로운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위한 뉴욕의 이미지 개선은 자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주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복원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담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Jones Beach 활성화 계획은 해변의 인프라를 재구축하여 지속 가능 경영 비전을 

구현합니다. 인프라는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주요한 날씨로 인한 사건들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다각적인 전략은 해안 침식 위험 지역 차질을 해결하고 홍수에 따라 새로운 구조를 상승, 기존 

구조의 유틸리티를 증대시키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후원자의 관점을 방해하지 않는 해변의 일부 

지역에 모래 언덕의 자연적인 증대 허용을 포함하여 개발되었습니다.  폭풍 복원력 에너지 효율 

재료 및 녹색 기술은 활성화 계획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방문자들은 Jones Beach 주립 공원에서 OPRHP가 주도하는 복원 노력의 진행을 여름부터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서쪽 목욕탕의 완성된 복원을 포함하여 풀덱 및 여과 시스템을 대신하는 

외부 복원이 Memorial Day 주말 전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중앙 몰의 이전 판자 레스토랑의 

자리에서 더 많은 공급 업체와 여유로운 즐거움을 위해 음영 좌석과 함께 신선한 음식보다 다양한 

기능을 하는 파일럿 식품 시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필드 6에서 계절 레스토랑과 동쪽 목욕탕에서 

야외 및 편리한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뉴욕 주 상원 공동 리더 Dean Skelos는 “Jones Beach 주립 공원이 Long Island를 거주하고 놀기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자산이 되어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OPRHP의 중요한 자본 투자가 공원의 역사적인 인프라에 새로운 생명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고 다가오는 세대의 개인과 가족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상적인 자금을 제공한 Cuomo 주지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상원 의원 Phil 

Boyle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화려한 Jones Beach를 되찾는데 도움이 되며, 위엄은 앞으로 

오래도록 계속 될 것입니다.”  

 

“Jones Beach 매년 방문하는 수 백만의 Long Island 거주자들의 보물이다”라고 하원 의원 Robert K. 

Sweeney, 환경 보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저는 공원의 환경을 현대화하고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존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에서 상식적인 보호를 채택하는 미래 지향적 계획에 박수를 

보냅니다.” 

 

관광, 공원, 예술 및 스포츠 발전에 조립위원회의 위원장인 Margaret Markey 의원이 말했습니다:  

“Jones Beach는 Long Island 및 전체 수도권 지역의 보물이지만, 최근 폭풍의 잔해에서 엄청난 



 

Korean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다시 주지사 5 개년간의 활성화 계획을 통해 더 크고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방문자가 더 나은 접근, 더 많은 레크리에이션 

선택권, 그리고 음식과 할인 기회의 넓은 다양성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훌륭한 공원을 이 지역의 인기 여행지로 만든 원래의 역사적인 분위기의 부활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Dave McDonough 의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휴양의 왕관 보석인 Jones Beach는 Long Island의 

여름을 멋지게 만드는 본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81주년을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나는 주에 가입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최근의 NY Works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역사적인 구조의 활성화와 시설 개선을 통해 Jones Beach는 몇 년 중 가장 흥미로운 

여름을 만들게 될 것 입니다. 특히, 뉴욕에서 만든 음식들과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새로운 공급 

업체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 것이고 해변가와 주변 지역 사회에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것입니다. 우리는 Jones Beach에서의 과거와 앞으로 다가올 즐거움을 기념하면서 주지사와 

동료들과 함께 참석하기를 기대합니다” 

 

Joseph Saladino 의원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 사랑하는 새롭고 개선된 주의 

시설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ones Beach는 언제나 Long Island의 

보석이었으며, 이 제안을 통해 Long Island의 모든 주민들을 위한 나아지고 보다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Nassau County Executive Ed Mangano 는 “본인은 Jones Beach의 아름다움을 복원하는데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주민과 방문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수리를 

진행하는 주지사의 계획을 칭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두 Long Island 주민들을 위한 거대한 승리입니다.” 라고Suffolk County Executive 

Steve Bellone가 말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휴양 중심에 흥미 진진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가져 

오고 Jones Beach 를 이전 상태로 반환하려는 매우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이끈 Cuomo 주지사에게 

감사합니다. Cuomo 주지사가 우리의 경제와 삶의 질 증가뿐 아니라 Long Island에서 필요한 폭풍에 

대한 복원력을 증진시킨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픈 스페이스 연구소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CEO) Kim Elliman는 “Jones Beach 활성화 프로젝트의 

거대한 변형 가능성이 Cuomo 주지사 및 위원 Harvey의 지도력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와 핵심 공동 노력을 통해 우리의 주립 공원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그들의 

결합된 노력이 중요한 공공 - 민간의 노력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OSI는 뉴욕 주립 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제휴를 통해, Jones Beach 를 복원하는 역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통해 

탄력적인 계획과, 창조적인 사려 깊은 대중 초대와 함께 자연과 건축의 아름다움을 결합, 소중한 

공원 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  

 

 



 

Korean 

Robin Dropkin, 공원의 Executive Director는 “뉴욕 Jones Beach 활성화 계획 NYS 공원 시스템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기 공원 중 하나를 변형시킬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ones Beach의 회복의 

전망으로 흥분되며 Cuomo 주지사와 공원 위원인 Harvey의 리더십과 함께 뉴욕 주에서 폭 넓은 

공원 르네상스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추가적인 증거입니다.” 

 

앞으로 Jones Beach 활성화 계획에 대해 공공 부문에서 검토 탐구하고 코멘트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개 회의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NY-Sun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 

http://nysparks.com/inside-our-agency/documents/JonesBeachStateParkRevitalizationInitiativeDCP.pdf. 

 

Jones Beach 주립 공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 

http://nysparks.com/parks/10/details.aspx 

 

뉴욕주 공원휴양지유적 보존실은 연간 6천 만 명이 방문하는 179개 주립공원과 35개 유적지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이 레크레이션 장소에 대한 상세 정보는 518-474-0456으로 전화하거나, 

www.nysparks.com을 방문하거나, Facebook에 접속하거나, 또는 Twitter에서 팔로우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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