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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7월 24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8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NEW YORK WORKS 투자금으로투자금으로투자금으로투자금으로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보트보트보트보트 시설의시설의시설의시설의 리모델링리모델링리모델링리모델링 계획계획계획계획 

발표발표발표발표 

 

리모델링한리모델링한리모델링한리모델링한 시설은시설은시설은시설은 2014년년년년 여름에여름에여름에여름에 개장개장개장개장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유적지 보호 담당실(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오늘 Thousand Island의 리모델링한 보트 시설 3곳과 Finger 

Lakes의 시설 한 곳을 2014년 여름 시즌을 위해 완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빌리온, 보트 진수 

시설, 접근성을 개선할 화물 부두 등을 포함한 곳의 건설 및 개조 공사는 Cuomo 주지사의 New York 

Works 운동으로부터 280만 달러를 지원 받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Thousand Island와 Finger Lakes 지역의 오래된 보트 및 낚시 전통은 뉴욕주 북부 

지역의 관광을 주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곳의 개조 공사로 이곳의 자연 경관이 오래 동안 

보존되도록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New York Works 프로그램이 여러 주립 공원의 보트 시설을 

개선하고 모든 방문객들이 이 지역의 장점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립공원국의 Rose Harvey 국장은 “Thousand Island와 Finger Lakes 지역은 멋진 해안가로 

유명합니다.” “Cuomo 주지사의 New York Works 자금 덕택에 새롭게 개선된 시설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보트 및 낚시를 즐길 기회가 더 많아지고 만족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ousand Island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3개개개개 주립공원에서주립공원에서주립공원에서주립공원에서 개선된개선된개선된개선된 보트보트보트보트 시설에는시설에는시설에는시설에는 다음이다음이다음이다음이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Keewaydin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Alexandria Bay 소재소재소재소재(NY Works 투자금: 137만 5000달러) 

Keewaydin의 유명한 정박지에는 3계절용 2층 파빌리온 추가로 새로운 해변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이 새로운 건물은 재설계된 주차 및 보도 입구, 현대식의 조명이 밝은 샤워 시설, 화장실 시설, 

3계절용 파빌리온의 2층에서 펼쳐지는 멋진 St. Lawrence의 널찍한 경관 등으로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파빌리온은 마리나 및 캠핑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을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 모임을 위한 임대 공간을 제공합니다. 

 

Long Point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Lyme 타운의타운의타운의타운의 Point Peninsula 소재소재소재소재(NY Works 투자금: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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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원에는 Ontario 호수에서 낚시를 즐기는 수 많은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보트 진수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진수 램프는 2개 보트가 동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으며 램프를 더 깊이 확장하여 수심이 얕아지는 보트 시즌 막바지에도 보트를 

진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복원 프로젝트에는 수심이 크게 변동하는 것에 맞게 조절되는 

접근성이 개선된 화물 부두도 포함됩니다.  

 

Kring Point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Redwood 소재소재소재소재(NY Works 투자금: $400,000) 

보트 이용객들은 공원의 편의시설에 30개의 렌탈 보트 선가를 추가하는 새로운 부양식 독 

시스템의 설치와 더불어 새로운 준설 프로젝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트 

낚시꾼들에게 인기가 많은 King Point에는 오래 동안 부두 공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공원의 육지 

쪽에 있는 지붕이 있는 해변은 심하게 퇴적되어 공원의 보트를 진수할 때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옹벽 수리, ADA 준수 화물 부두, 보트 진수, 보도 개조 등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통해 완료되었습니다.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스포츠피싱에서 수영에 이르기까지 Thousand Island 지역을 둘러싼 

수로는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이 지역의 

주립공원들을 업그레이드하여 North Country에 투자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곳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경험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관광객들이 

Thousand Island를 방문하고 지역사회의 장점을 활용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ddie J. Russell 하원의원은 “Thousand Island 지역 주립공원들에게 정말 희소식입니다. Keewaydin, 

Long Point, Kring Point 지역의 시설 개조를 위한 Cuomo 주지사의 New York Works 보조금 덕택에 더 

많은 보트 이용자와 낚시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될 것입니다. 우리 주립공원들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며 이번 보조금은 North Country와 Thousand Island 지역을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en Blankenbush 하원의원은 “St. Lawrence강과 기타 하천들은 North Country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NY Works 프로그램을 후원합니다. 이 중요한 계획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다른 프로젝트와 함께 공원 개조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역은 보트 이용객, 

낚시꾼, 기타 아웃도어 매니아들을 위한 장소이며 경제 성장 및 관광산업 확대를 위해 지역을 

홍보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000 Islands International Tourism Council의 Gary DeYoung 상무이사는 “Thousand Island 지역의 해안, 

진수 시설 및 보트 서비스의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 지역이 북미 지역의 보트 명소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Keewaydin 주립공원의 개조 공사와 같은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의 관광 경제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주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Finger Lakes 지역지역지역지역: 

 

Seneca Lake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Geneva 소재소재소재소재(NY Works 투자금: $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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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eca Lake 주립공원의 보트 진수 시설은 원래 시설의 상태가 나빠 대대적으로 재건 공사를 

했습니다. 이곳의 콘크리트 부두는 오랜 세월 기울어져 이용객들이 기울어진 표면을 걸어야 

했습니다. 최근에 새로 개장한 진수 시설은 보트 트레일러를 위한 대규모 정박시설, 소형 보트 

마리나를 위한 새로운 정박 시설, 새로운 선로 등의 건설을 포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ADA를 준수합니다. 트레일러와 소형 보트 정박장은 현재 이전의 보도로 구성되며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작은 습지를 만들었습니다. 

 

Mike Nozzolio 상원의원은 “아름다운 여름 날씨에 시간을 보내기에는 Finger Lake 지역의 해변만큼 

멋진 곳도 없습니다. Seneca Lake 주립공원의 보트 진수 시설의 재건으로 여름 내내 주민과 

관광객들이 Seneca Lake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가 New York Works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중요한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rian Kolb 하원 소수당 대표는 “Seneca Lake 주립공원 보트 진수시설의 재건설로 뉴역에서 가장 

멋진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Finger Lakes 가족들과 관광객들은 더 나은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그레이드로 수 많은 보트 이용자와 아웃도어 매니아들이 Seneca Lake에서 멋진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설들은 Cuomo 주지사의 주립공원 개선과 아웃도어 레이크레이션 접근성 확대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9000만 달러 규모의 New York Works 보조금의 3차 보조금에 

공원 및 역사 유적지 개조를 포함시켰습니다. 2012년 주지사가 시작한 New York Works는 뉴욕주 

전역의 109개 주립공원과 역사 유적지에 대한 수리 및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낚시와 사냥을 위한 NY Open 운동(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Initiative)은 뉴욕주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개선하고 관광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운동에는 낚시와 사냥 면허의 간소화, 면허 수수료 감액, 

뉴욕주의 낚시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냥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38만 에이커 면적의 기존의 주 및 지역권 구역을 사냥꾼, 

낚시꾼, 조류 관찰자 등과 연결하는 50가지의 새로운 토지 및 수역 접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600만 달러의 NY Works 기금을 올해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50가지의 새로운 접근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보트 선착장 건설, 새로운 헌팅 블라인드 설치, 새로운 트레일과 주차장 건설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2014-2015년 예산에는 뉴욕주의 어류 부화장을 수리하기 위한 4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뉴욕주에서 사냥을 위한 확장적인 석궁 사용을 갱신하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는 단기 낚시 면허 수수료를 감액하고 뉴욕주의 자유 낚시 허용일을 2일에서 8일로 

늘리며, DEC가 홍보를 위해 10일 동안 사냥, 낚시 및 포획 면허 비용을 할인해줄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평생 면허 소지자를 위한 무료 Adventure Plates, 기존의 평생 면허 소지자를 위한 할인된 

Adventure Plates, 연간 면허 소지자를 위한 정액의 Adventure Plates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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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은 뉴욕주의 관광 경제를 후원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해양교부금(New York 

Sea Grant)의 연구 결과 레크레이션 보팅이 연간 18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고 18,700 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했음을 확인했습니다. 2013년 미국 스포츠피싱 협회(American Sportfishing 

Association)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는 플로리다주 다음으로 낚시 수입이 많다고 합니다. 

스포츠피싱은 뉴욕주에서 총 44억 7500만 달러의 수입과 32,000개의 일자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레크리에이션 보트 및 낚시에 따른 막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수로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Andrew Cuomo 주지사는 최근에 1996년 5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개인이 모터보트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8시간 과정을 이수하여 보트 안전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과정은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유적지 보호 담당실(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U.S. Power Squadron 또는 미국 연안보조경비대 (Coast 

Guard Auxiliary)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된 과정 목록은 주립공원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트 스키(PWC) 운전자들은 연령에 관계 없이 보트 안전 인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트 이용객, 낚시꾼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매니아들은 특히 물에서 나온 후 해양 

외래유입종으로 알려진 해양 외래유입종을 전파하지 않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낚시 및 보트 장비를 다른 물가에서 다시 사용하기 전에 모든 장비를 점검하여 진흙, 

식물, 기타 생명체를 제거하고 모든 장비, 의류, 기타 장비를 철저하게 세척, 탈수 및 건조시킨다면 

전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적극적으로 낚시 및 보트 장비를 소독하기 위해 이뤄져야 하며 

이는 다른 부분의 물로 이동하기 전에 말려야 합니다. 

 

뉴욕주 전역의 보트 진수장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공원공원공원공원, 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 및및및및 유적지유적지유적지유적지 보호보호보호보호 담당실에담당실에담당실에담당실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정정정정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유적지 보호 담당실은 연간 6,000만 명이 방문하는 180개 

주립공원과 35개 유적지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Parks & Trails New York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립공원은 매년 19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20,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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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