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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록펠러록펠러록펠러록펠러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공원공원공원 보존에보존에보존에보존에 4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기부를기부를기부를기부를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뉴욕뉴욕뉴욕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의공원의공원의공원의 역사에서역사에서역사에서역사에서 가장가장가장가장 큰큰큰큰 개인개인개인개인 기부를기부를기부를기부를 운영운영운영운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David Rockefeller가 Westchester 카운티의 록펠러 

주립 공원을 보존하는데 운영 기부 지원을 설립하는데 4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부는 주립 공원의 역사 중 가장- 큰 개인 기부 중 하나이며 록펠러 

가족의  이름을 딴 공원에 가족의 오랜 지원을 만듭니다. Rockefeller씨는 또한 미래의 

유지를 위해 약 500 에이커의 숲, 목초지와 초원을 기부할 계획이 있으며 이는 1983년에 

록펠러 가족이 처음부터 기증한 1,400 에이커의 공원 부지에 추가될 것입니다. 공원 

지도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욕은 미국 최고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비영리 및 

민간 부문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의 이 목적지를 보호하고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록펠러 주립 공원 

보존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현재의 방문자와 미래의 방문자들 모두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에 록펠러 가족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 드리고, 이 

공원이 대자연에 뉴욕의 가장 큰 창 중 하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David Rockefeller는 “우리 가족은 한 세기 이상 이 카운티의 공원의 창조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주립 공원 시스템은 뉴욕 주의 위대함을 구별하는 

중요한 자산이며, 우리는 이 개발에 역할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기여가 록펠러 주립 공원을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부는 록펠러 주립 공원에서 그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적인 환경 

프로그램, 자본 개선 프로젝트, 책임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또한 

공원의 역사적인 캐리지 도로와 John D. Rockefeller Jr.가 만든 석조 아치 교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풍경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캐리지 도로는 방문자가 

지역의 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치 경로 이송 나무와 돌 다리, 

바람은 초원과 숲을 통하고 하천, 강,  호수를 지나 여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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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뉴욕 주 공원,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과 역사 보존을 위한 선물, 보조금과 기부금을 

받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법인인 자연 문화 유산 기금에 의해 관리될 것입니다. 

이는 뉴욕 주립 공원을 지원하는 기부를 만들 수 있는 자연 문화 유산 기금에도 가장 큰 

개인의 기부입니다.  
 

록펠러 주립 공원 보존은 록펠러 가족의 전설 Pocantico Hills 부동산의 상당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Hudson 강에서 Saw Mill 계곡에 이르기까지 1,400 에이커의 

땅을 1983년부터 뉴욕 주에 기증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서, 뉴욕 주는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개선하려는 역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NY 공원 2020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2020까지 주립 공원에 대한 민간 및 공공 자금 9억 달러를 활용하는 

다년간의 약속입니다. 주지사의 2015-16 집행 예산에는 이니셔티브를 위한 1억 1천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뉴욕 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 보존 위원회의 의장인 Lucy Rockefeller Waletzky은 

“저의 삼촌인 David의 매우 관대한 선물은 록펠러 주립 공원 보존의 웅장한 32 마일의 

캐리지 도로가 앞으로도 걷는 사람과 뛰는 사람 라이더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관대한 자본 투자와 결합한 이러한 개인의 

지원은 우리의 웅대한 주립 공원 시스템의 르네상스를 자극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주 공원, 레크리에이션과 역사 보존의 위원인 Rose Harvey는 “주립 공원은 우리가 

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해 항상 공공 민간 제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휴는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록펠러 가족의 헌신과 관용은 우리의 뉴욕 주립 공원 시스템의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우수한 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록펠러 주립 공원의 친구들 대표인 Clare Pierson은 “친구들은 David Rockefeller의 매우 

관대한 선물에 기쁩니다. David의 아내 Peggy도 이 친구들의 설립자 중 한 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보석 같은 공원이 앞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그의 가족 유산을 

지키는 데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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