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 년 1 월 21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해리먼 주립공원(HARRIMAN STATE PARK)에 브롱크스 청년을 위한 

캠프 주니어(CAMP JUNIOR) 건설 착수 발표  

  

더 프레쉬 에어펀드(The Fresh Air Fund)와 브롱크스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범죄조직 

폭력의 피해자인 Lesandro “Junior” Guzman-Feliz 를 추모할 예정  

  

뉴욕 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은 캠프 주니어(Camp Junior)에 200 만 달러 

투자  

  

역사적인 공원 청년 캠프는 매년 여름 1,000 명의 청년을 수용하도록 복구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롱크스의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리먼 

주립공원(Harriman State Park)의 여름 캠프인 캠프 주니어(Camp Junior)의 건설을 

착수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은 2018 년 6 월 

브롱크스 범죄조직 폭력의 희생자였던 15 세의 Lesandro “Junior” Guzman-Feliz 를 

기리기 위해 더 프레쉬 에어펀드(The Fresh Air Fund)와 브롱크스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캠프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은 2 년에 동안 캠프 주니어(Camp 

Junior)에 200 만 달러를 투자하여, 브롱크스에서 불과 30 분 거리에 있는 47,500 

에어커의 황무지 공원인 해리먼 주립공원(Harriman State Park)의 노후화된 청년 

캠프를 재건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2019 년 정의 어젠다(Justice 

Agenda)의 일환으로, 친 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고 청년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립공원(State Parks), 야외 오락 활동 및 자연 보호와 청년의 연결을 확대하도록 

요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Junior’ Guzman-Feliz 의 참혹한 살인은 뉴욕 

주민의 중심부를 뒤흔드는 무의미한 비극이었으며, 우리는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과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줬습니다. 캠프 

주니어(Camp Junior)가 완공되면 집을 떠난 브롱크스 아이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먼저 

범죄 조직에 가담하려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이유를 줄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름 프로그램들은 우리 지역사회에 

중요하며, 아이들이 배우고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캠프 주니어(Camp 

Junior)의 건설은 해리먼 주립공원(Harriman State Park)의 청년 캠프를 재건하고 



브롱크스의 청년들에게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Lesandro Guzman-

Feliz 에게 헌정하는 이 공원은 그를 추모하고 이 지역의 범죄조직 폭력을 근절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매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캠프는 계획의 일환으로 티오라티 호수(Lake Tiorati)에 있는 공원 내 탑 파인(Top of the 

Pines)에서 거처를 제공할 것이며, 2019 년 여름에는 500 명의 아이와 그 후에는 매년 

여름 1,000 명의 어린이를 수용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더 프레쉬 에어펀드(The 

Fresh Air Fund)와 협력하여, 캠프는 브롱크스 지역의 9-13 세 사이의 소년과 소녀에게 

야외 기술 활동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 프레쉬 에어펀드(The Fresh Air Fund)는 Ruben 

Diaz 브롱크스 자치구 대표와 Carl Heastie 의회 의장과 함께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의 2017 년 연구는 청년이 범죄조직 활동을 하는 

많은 이유가 청년들이 운동이나 다른 긍정적인 오락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 부여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야외에서 체험할 수 있는 캠프는 

청년들이 범죄조직 활동 대신 다른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Junior 의 어머니 Leandra 

Feliz 에 의해 영감을 받았습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 Erik Kulleseid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에 대한 투자와 우리 주립공원 시스템의 재활성화라는 Cuomo 

주지사의 두 가지 귀중한 목표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인 더 프레쉬 

에어펀드(The Fresh Air Fund)와 주니어 브롱크스(Junior's Bronx) 지역사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 해리먼 주립공원(Harriman State Park)이 소외된 

지역사회의 아이들에게 훌륭한 야외에서 학습하고 성장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오랜 

전통을 지니도록 할 것입니다.”  

  

더 프레쉬 에어펀드(The Fresh Air Fund)의 Fatima Shama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프 주니어(Camp Junior)는 브롱크스 아이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참여하고 노출될 

기회를 제공하며 시야를 넓히고 그들의 자신감과 기량을 높이는 방법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브롱크스 청년에 대한 이러한 협력과 투자는 기회와 중재를 제공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폭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Junior 의 비극적인 

살인 사건을 고려할 때, 캠프는 전통적인 캠프 모험과 이외 반폭력적, 사회적, 정서적 

학습에 중점을 두며 반 범죄조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름 동안 브롱크스 

아이들에게 오락적, 사회적 활동을 대체하는 것은 아이들을 사려 깊은 어른들과 재미, 

야외 활동에 노출할 것이며, 우리는 이것이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일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Ruben Diaz Jr. 브롱크스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Junior 는 우리 아이들에게 

되기 바라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좋은 학생이었고 뉴욕경찰(New York Police 

Department, NYPD) 탐험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부모와 이웃에게 친절했습니다. 



그의 촛불은 너무 빨리 희미해졌지만, 그는 세대에 걸쳐 빛나는 등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부터 우리는 ‘캠프 주니어(Camp Junior)’를 통해 수백 명의 브롱크스 아이들에게 

그의 모범을 배울 기회를 줄 것입니다. Andrew Cuomo 주지사와 뉴욕 주립공원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Parks). 더 프레쉬 에어펀드(The Fresh Air Fund) 및 Junior 

부모님에게 이 훌륭한 계획을 지원하고 브롱크스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헌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Carl E. Heastie 뉴욕주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먼 그룹 캠프(Harriman 

Group Camps)의 활성화는 뉴욕주 아이들의 미래에 매우 절실하며 오랜 기간 연체된 

투자입니다. 캠프 주니어(Camp Junior)와 같이 도시 지역의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배출구를 제공하는 일은 범죄조직 활동과 지역사회 폭력을 억제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너무 일찍 사라져버린 청년, Lesandro ‘Junior’ Guzman 의 

상실을 애도하며, 그를 기리기 위해 교육과 인식을 장려하고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José M. Serra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롱크스의 청년들은 야외 

활동과 자연 보호를 위한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공원과 오락 활동을 감독하는 

상원 위원회 의장으로서, 야외 오락 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 양식을 확립하면 아이들이 

성인기를 거치고, 긍정적인 사회 기술과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Junior 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속 애도하면서, 우리는 수천 명의 위험에 처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의 삶이 항상 더 나아지도록 함으로써 그를 추모할 것입니다. 캠프 

주니어(Camp Junior)를 통해 브롱크스 청년의 삶을 개선하도록 헌신한 Cuomo 

주지사와 더 프레쉬 에어펀드(The Fresh Air Fund), Leandra Feliz 를 칭송합니다.”  

  

뉴욕시 의회의 Ritchie Torres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Junior Guzman-

Feliz 의 비극적인 살인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범죄조직 폭력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청년의 삶에서 

자원과 긍정적인 영향력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캠프 주니어(Camp Junior)는 청년들이 

탈출할 수 있고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과 자원으로 둘러싸여, 범죄조직을 

저지할 수 있는 장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캠프 주니어(Camp Junior)와 Junior 의 삶을 

기리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Cuomo 주지사의 2019 년 정의 어젠다(Justice Agenda)는 야외 여가 활동과 자연 보호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주지사의 지도로, 뉴욕은 청년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활동을 촉구하는 주립공원(State Parks)의 오락 센터를 개조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청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립공원(State Parks) 제도는 운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단체 시설들을 

개선하고, 주니어 캠프(Junior's Camp)를 포함한 지역사회 기반의 단체와 지방 정부 

기관들과 의미 있는 협력을 다지기 위해 1,500 만 달러를 활용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해리먼 주립공원(Harriman State Park)의 국가 최초이자 가장 오래된 야외 

여름 단체 캠프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1913 년 최초로 건설된 이 37 개의 야외 단체 캠프 시설은 도시 지역의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지만 수십 년 동안의 방치와 무활동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NY Parks 2020 계획을 통해 제공되는 기금으로, 오랜 기간 연체된 

인프라와 여가 활동 개선 조치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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