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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4/21/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PARKS 2020 개선개선개선개선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71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투입투입투입투입 발표발표발표발표 
 

지구주간의지구주간의지구주간의지구주간의 일환으로일환으로일환으로일환으로 뉴욕주립공원은뉴욕주립공원은뉴욕주립공원은뉴욕주립공원은 2015-16년에년에년에년에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공원공원공원 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 재활성화하기재활성화하기재활성화하기재활성화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종합종합종합종합 계획의계획의계획의계획의 일환으로일환으로일환으로일환으로 주주주주 전역의전역의전역의전역의 60개개개개 공원공원공원공원 및및및및 사적지에사적지에사적지에사적지에 개선개선개선개선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시작시작시작시작 

 

Andrew M. Cuomo 지사는 금년에 뉴욕주 전역의 60개 주립 공원 및 사적지에서 총 88건, 

7170만 달러의 재활성화 및 재활 프로젝트가 완료될 것이라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4월 19-25일의 지구주간을 기리는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지구주간 행사는 

뉴욕주가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공한지를 보존하며, 주의 광활하고 훌륭한 

자연자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시행하며, 기후변화 효과에 

대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뉴욕주는 전세계 최고의 야외 휴양지 및 사적지 중 일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우리는 주립 공원 인프라를 개선하고 그것을 지역사회를 위한 경제 엔진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과거의 성공 위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공원휴양지사적보존실 실장 Rose Harv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현대적 시설을 갖고 보람있는 레크레이션 및 교육 경험을 제공하며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할 주립 공원 시스템 변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NY Parks 

2020 프로젝트는 노화되어가는 공원 인프라를 수리하고 복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을 고양하며 사람들을 건강하고 활동적인 야외 레크레이션에 연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광범위한 민간 및 공공 자금을 활용하여 

주립공원에 약 9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다개년 공약인 주지사의 NY Parks 2020 계획에 

속합니다. 주지사는 2015-16 주 예산에서 이 노력에 1억 1000만 달러를 투입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 이외에 2015-16 예산은 에너지 효율, 기술, 자연자원 청지기 정신 

및 트레일 프로젝트에의 투자 같은 시스템 전체적인 다양한 개선을 지원하고; 비상, 

엔지니어링 및 건설 감독 및 향후 년도 프로젝트 설계를 위한 예산을 배정합니다.  
 

금년의 자금으로 Buttermilk Falls, Evangola, Four Mile Creek, Golden Hill 및 Mo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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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주립공원의 캠핑 옵션 확대; Allegany, Fort Niagara 및 Hamlin Beach 주립공원의 

수영장 탈의시설 현대화; Gantry Plaza 및 Riverbank 주립공원의 체육시설 개선; Niagara 

Falls 및 Jones Beach 주립공원의 역사적 및 미적 웅장함을 복원하기 위한 다개년 계획 

지속 등 주 전역에서 88건의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개시할 것입니다.  
 

프로젝트들은 다음 7가지 전략 우선순위를 따르는 장기 NY Parks 2020 계획의 그 다음 

단계를 구성합니다: 

• 뉴욕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표적 공원들이 21세기에도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투자 시행; 

• 건강하고 활동적인 야외 활동을 독려하는 프로젝트에 목표 집중; 

• 각계 각층 누구나 공원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 보장; 

• 많이 사용하지만 오래된 공공 이용 시설 및 너무 오래 방치된 주요 인프라 교체; 

• 유적지 및 문화재 보존; 

• 극한 기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뉴욕주의 가장 독특한 생태계 중 일부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 보장 

• 주립 공원에 대한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 불어넣기. 
 

Parks & Trails NY의 회장 Robin Dropk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공원 시스템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 되고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로서 주 경제에 

년 20억 달러를 기여합니다. Cuomo 지사의 강한 집념 덕분에 뉴욕주의 215개 주립공원 

및 사적지의 복원 및 재활성화에 대한 지속적 투자로 이러한 보물 같은 곳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경제 엔진으로서 및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한 건강한 야외 레크레이션 

장소로서의 그 잠재력을 더욱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립공원 프로그램을 위한 공한지 연맹 회장 Erik Kullesei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봄과 지구주간을 축하하기 위해 뉴욕주의 경이적인 주립공원을 더욱 

매력적, 교육적이고 비범하게 만들 재활성화 및 재활 프로젝트의 다음 사이클을 

기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표적 공원들로부터 지역 보석에 

이르기까지 주립공원들은 이 주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변혁을 

거치고 있습니다. 뉴욕주민들은 뉴욕주의 가장 장엄한 자연 보물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한 Cuomo 지사와 의회에 감사합니다.” 
 

다음 지역에서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입니다: 
 

주도주도주도주도 지역지역지역지역 – 8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36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Cherry Plain 

주립공원 
열화된 피크닉 장소 공중 화장실 교체 $600,000 

Grafton Lakes 

주립공원 
1969 하수처리장 재활 $750,000 

Grafton Lakes 피크닉 장소 공중 화장실 2개 재활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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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립공원 

Moreau Lake 

주립공원 
캠핑장에 신규 렌털 캐빈 5개 건설 $700,000 

Olana 주 사적지 Olana 사적지 개선 – 제1단계 $500,000 

Saratoga Spa 

주립공원 
Roosevelt Baths에 ‘그린’ 주차장 설치 $55,000  

Saratoga Spa 

주립공원 
고효율 히팅 보일러 설치 $400,000 

Saratoga Spa 

주립공원 
스파 캠퍼스 건물 및 그라운드 사적의 

재활 지속 

$300,000 

 

중부중부중부중부 지역지역지역지역 – 4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32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Green Lakes 

주립공원 
유틸리티 포함 새 공원 입구 건설 – 

추가 자금 

$200,000  

Green Lakes 

주립공원 
공원 하이킹 트레일 개선 $100,000  

Green Lakes 

주립공원 
골프장 클럽하우스 및 프로 숍 재활 – 

추가 자금 

$2,150,000 

Green Lakes 

주립공원 
Pine Wood 캠핑장 재활 $750,000  

 

Finger Lakes 지역지역지역지역 – 9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67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Ganondagan 주 

사적지 

Seneca 예술 & 교육 센터 완공 - 

전시물 및  

부지 개선  

$1,250,000 

Genesee Valley 

그린웨이 
접근점, 교량 및 개울 횡단로 포함 

그린웨이 트레일 개선 

$500,000  

Hamlin Beach 

주립공원 
수영 해변 탈의실 사적 재활 $2,500,000 

Letchworth 

주립공원 
새 자연센터, 공원 사무소 및 기타 

공원 시설의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 

업그레이드 

$700,000  

Letchworth 

주립공원 
새 자연센터 건설 – 추가 자금 $1,000,000 

Letchworth 

주립공원 
Castile 입구 자동화 기기 설치 $250,000  

Sonnenberg 공중행사 공간 창조를 위한 새장 $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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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s 주 사적지 건물 복원 

다중 놀이터 접근로 설치 $125,000  

다중 낙후 지붕 수리 및 교체 $125,000  

 

Long Island 지역지역지역지역 – 10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185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Belmont Lake 

주립공원 
공원을 Suffolk 카운티 

하수처리장에 연결 

$1,000,000  

Bethpage 

주립공원 
골프장 개선 $500,000  

Bethpage 

주립공원 
클럽하우스 HVAC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개선 

$2,600,000  

Caumsett 

주립공원 
정화조 개선  $210,000  

Hither Hills 

주립공원 
새 화장실 포함 캠핑장 개선 $1,000,000  

Jones Beach 

주립공원 
종합적 Jones Beach 재활성화 

이니셔티브  

$10,000,000 

Robert Moses 

주립공원 
태양력 PV 시스템 설치 $1,440,000  

Sunken Meadow 

주립공원 
새로운 공원 입구 톨플라자 건설 $1,000,000  

Sunken Meadow 

주립공원 
새 정화조 시스템 설치 $390,000  

Wildwood 

주립공원 
새 정화조 시스템 설치 $340,000  

 
Mid-Hudson 지역지역지역지역 – 18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134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Bear Mountain 

주립공원 
Bear Mountain Inn의 주차장 수리 및 

업그레이드 $750,000  

Bear Mountain 

주립공원 
회전목마 건물 지붕 교체 

$150,000  

Bear Mountain 

주립공원 
하수 처리장 업그레이드 및 수리 

$1,100,000 

Harriman 

주립공원 
어린이 집단 캠핑장 개조 지속 

$500,000  

Harriman 

주립공원 
Tiorati Brook 교량 교체 

$9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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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Baird 

주립공원 
공원 음용수 시스템 개선 

$350,000  

John Jay 

Homestead 주 

사적지 

Main House 사적의 외부 도장 

$150,000  

Mills-Norrie 

주립공원 
Norrie Point 환경 센터 - 지붕 및 건물 

개선  $2,040,000 

Mills-Norrie 

주립공원 
공원 전기 시스템 개선  

$1,000,000 

Minnewaska 

주립공원 

보존지 

새 공원 사무소, 공용 화장실 및 주차장 

등  

공원 개선 $2,000,000 

Minnewaska 

주립공원 

보존지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공원 입구 

재개발 
$350,000  

다중 Harriman산 및 Bear산의 6개 교량 

재활  

여러 주립공원 $900,000  

Nyack Beach 

주립공원 
입구 도로 및 옹벽 개선 

$500,000  

Staatsburgh 주 

사적지 

에너지 효율적 보일러 설치 및 연료 

탱크 제거 $335,000  

Hudson 

주립공원 보도 
데크 수리 및 정비 

$75,000  

Hudson 

주립공원 보도 
공원 동쪽 입구의 새로 취득된 공원 

용지 개량 $250,000  

Hudson 

주립공원 보도 
보도 난간 정비 

$1,800,000 

Washington's 
Headquarters 

주 사적지 

승리탑 사적 복원 

$250,000  

 

Mohawk Valley – 3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5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Delta Lake 

주립공원 캠핑장의 수도 및 전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160,000 

Glimmerglass 

주립공원 누수되는 탈의실 지붕 교체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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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 Hall 

주 사적지 

비어있는 블록하우스 사적을 해설 

공간으로 전환 $200,000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 11 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63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Bayswater 

Point 주립공원 
Sunset Lodge 사적 안정화 

$80,000  

East River 

주립공원 
접촉역 및 창고 건물 건축 

$350,000  

Gantry Plaza 

주립공원 
놀이터 및 레크레이션 코트 재활 

$475,000  

Riverbank 

주립공원 
문화적 건물 인프라 개선 

$140,000  

Riverbank 

주립공원 
아이스링크 표면 수리 완료 

$180,000  

Riverbank 

주립공원 
Riverside Park로부터 North Stair 

Tower까지의 관문 지역 개선 $300,000  

Riverbank 

주립공원 
운동장 센서 설치 

$950,000  

Riverbank 

주립공원 
공원 접근성 개선 

$795,000  

Riverbank 

주립공원 
공원 인프라 수리 

$520,000  

Roberto 
Clemente 

주립공원 

야구장 개선 

$270,000  

Roberto 
Clemente 

주립공원 

Upper Plaza 재건 

$2,200,000 

 

North Country – 6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36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Cumberland Bay 

주립공원 
캠핑장 샤워/화장실 건물 2개 건축 

$2,200,000 

Keewaydin 

주립공원 
지역 사무소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 

$250,000  

Kring Point 

주립공원 
Point 캠핑장 전기 서비스 개선 

$80,000  

Macomb 
Reservation 

댐 수리 
$250,000  



Korean 

주립공원 

Wellesley Island 

주립공원 
Minna Anthony Commons 자연센터 - 

인프라 개선  $350,000  

Wellesley Island 

주립공원 
주 입구 도로 포장 

$500,000  

 

Southern Tier – 6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19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Allan Treman 

주립공원 
Cayuga Inlet 레크레이션 트레일 1.4 

마일 완공  

$150,000 

Black Diamond 

트레일 
레크레이션 트레일 제1 단계 완공: 

Taughannock 주립공원에서 

Ithaca까지의 8.4마일  

$500,000 

Buttermilk Falls 

주립공원 
Gorge 트레일 및 계단의 개선,  

시민보호단 시대 석조물의 안정화 포함 

$200,000 

Buttermilk Falls 

주립공원 
캠핑장에 소박한 통나무집 15개 설치 $120,000 

Robert Riddell 

주립공원 
미개발 공원의 공공 접근성 개선 $75,000  

Stony Brook 

주립공원 
음용수 시스템 교체 $880,000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지역지역지역 – 13개개개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14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Allegany 

주립공원 
Cain Hollow 캠핑장에 베어-프루프 

푸드 로커 설치 

$75,000  

Allegany 

주립공원 
공원 도로 수리 및 재포장 $1,685,000 

Allegany 

주립공원 
Quaker Lake 비치 탈의실 교체 $1,175,000 

Beaver Island 

주립공원 
화재로 파괴된 골프클럽 숍 교체 $2,000,000 

DeVeaux Woods 

주립공원 
열화된 공원 도로 수리 및 재포장 $400,000  

Evangola 

주립공원 
공원 입구 도로 재포장  $250,000  

Fort Niagara 

주립공원 
새 수영장 탈의실 건축 $2,500,000 

Knox Farm 맨션, 마구간 및 온실 등 구조물 사적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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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립공원 수리  

Lake Erie 

주립공원 
비어있는 행정 건물 교체 $225,000  

다중 캠핑 천막 12개 설치 - Four Mile 

Creek, Golden Hill 및 Evangola 

주립공원 

$300,000  

여러 낚시터 

접근성 개선  

Niagara 지역 5개 공원의 낚시터 독 및 

관련 낚시터 접근성 프로젝트: 
Artpark, Fort Niagara, Four Mile 

Creek, Golden Hill 및 Wilson-
Tuscarora 

$600,000  

Niagara Falls 

주립공원 
Niagara Falls 주립공원 재활성화 

이니셔티브 지속  

$4,375,000 

Old Fort Niagara 

주 사적지 
Fort Masonry 사적 수리 지속 $200,000  

 

뉴욕주 공원휴양지사적보존실은 년 6200만 명이 방문하는 180개 주립공원 및 35개 

사적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크레이션 장소에 대한 상세 정보는 518-474-

0456으로 전화하거나, www.nysparks.com을 방문하거나, Facebook에서 접속하거나, 

또는 Twitter에서 팔로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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