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5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파크스 2020(NY PARKS 2020)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 

9,000만 달러에 대해 발표  

  

주립 공원(State Parks), 뉴욕 전 지역의 공원과 유적지에서 프로젝트 즉시 개시  

  

경과 보고서, 2011년 이후 주립 공원(State Parks) 투자금 7억 달러에 대해 상세 보고  

  

토요일의 I Love My Park의 날(I Love My Park Day)에 뉴욕의 공유지 경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해 뉴욕주 전 지역의 약 50 곳의 주립 공원과 

유적지에서 진행되는 활성화 및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 9,000만 달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2018-19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2018-19 State Budget)에 반영된 이 

기금으로, 2011년부터 공원 및 유적지 개선에 7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온 공원 시스템의 

주요 개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 공원 시스템은 매년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과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재정 공약으로 향후 오랜 

기간 보석같은 공원들에서 보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투자로 건강한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촉진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소중한 주립 공원에 필요한 개선 작업과 개보수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립 공원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실행하고 있는 

공약인 주지사의 뉴욕 파크스 2020(NY Parks 2020) 계획의 일환입니다. 주지사는 2018-

19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2018-19 State Budget)에 이 공약에 대한 예산으로 9,000만 

달러를 반영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다음과 같이 176 곳의 공원과 

유적지에 7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76 곳의 놀이터 설치, 14,000 에이커의 완충 지대 

보전, 200 마일의 트레일 복원, 300 채의 오두막집과 별장, 30 곳의 자연 문화 센터를 

짓거나 개보수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55 퍼센트는 하수도, 상수도 

시스템, 도로, 교량, 배수구, 화장실, 전기 시스템, 인터넷 연결 등과 같은 기본 인프라를 



 

 

수리하고 개선하는 데 재정 지원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31 곳의 주력 공원과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시설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있는 공원들의 개보수 공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 공원 시스템 방문 회수의 80 퍼센트가 이 공원들에 몰려 

있습니다. 동일한 기간에 공원 방문은 지난해 7,100만 명으로 방문객 수가 23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경과 보고서인 “공원 개선 방안(Building Better Parks)”은 이 

투자로 공원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원은 뉴욕주 전 지역 지역사회의 

보석입니다. 이 기금으로 주민의 가족과 자녀들이 공원에서의 활동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보강하는 개보수 공사가 가능해집니다. 뉴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과 상징적인 사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공원 정화 작업을 돕고 오랜 기간 기다려온 

여름철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I Love My Park의 날(I Love My Park Day)’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일을 지원해 주실 것을 뉴욕 주민들께 당부드립니다.”  

  

이 발표는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이 뉴욕 전 지역의 주립 공원, 유적지, 공유지에서 2018년 

5월 5일에 열리는 제 7 회 연례 I Love My Park의 날(I Love My Park Day) 행사에 대한 

자원봉사 일을 준비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과 뉴욕주 공원 및 

트레일(Parks & Trails New York) 사무국에서 후원하는 이 행사는 공원, 유적지, 공유지 

등을 개선하고 뉴욕주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자산 및 자산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고 

홍보하기 위한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자원 봉사자는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시립 공원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을 비롯하여 135 곳의 주립 공원, 유적지, 

공유지 등지의 정화 작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개최되는 I Love My Park의 날(I Love My Park Day) 행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 공원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서 깊은 우리의 주력 공원들이 겪은 수년간의 쇠퇴를 역전시키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너무나 오랜 기간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해 레크리에이션 시설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왓킨스 글렌, 그린 레이크스, 로베르토 클레멘테, 

존스 비치, 올라나, 해리먼 주립공원들 그리고 기타 주립공원 방문객들은 저희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립공원 개보수 공사 현장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7,000만 달러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 이외에도, 이 예산으로 표지판, 기술, 

자연 자원 관리 등에 대한 투자와 같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개보수 공사를 위해 

2,000만 달러를 제공하고, 미래의 프로젝트 설계, 비상 상황, 엔지니어링, 건설 감독 등을 

재정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할당합니다.  

  

https://parks.ny.gov/publications/documents/NYParks2020UpdateReport.pdf
https://www.ptny.org/events/i-love-my-park-day/find-event


 

 

문화 업무, 관광산업, 공원, 레크리에이션 위원회(Senate Cultural Affairs, Tourism, 

Parks and Recreation Committee)의 위원장인 Rich Funk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 업무, 관광산업, 공원, 레크리에이션 위원회(Cultural Affairs, Tourism, 

Parks and Recreation Committee)의 위원장으로서, 저는 우리 주립 공원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대단한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일년에 8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 주에 대단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풍요로운 오랜 역사를 지닌 인기 있는 유적지를 개선해서 주요 관광 명소로 계속 

유지하려는 계획에 로체스터와 핑거 레이크스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공원 및 관광산업 뉴욕주 하원 위원회(Assembly Parks and Tourism)의 위원장인 

Daniel O'Donnel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공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은 1년에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을 위해 안전하고 환영할만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 주립 공원은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자연 관광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를 신장시킵니다. 뉴욕 주립 공원은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우리의 환경에 대해 배우고, 셀 수 없이 많은 가족과 모험가들을 돕는 앵커 

역할을 합니다. 주의회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 시스템을 현대화하려는 도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약 50 곳의 주립 공원을 위해 반영된 

9,000만 달러의 예산이 통과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파크 프로젝트는 다음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도 지역: 공원 5 곳에 대한 지원금 380만 달러  

  

Capital Region  프로젝트  금액  

Grafton Lakes State 

Park  던햄 댐(Dunham Dam) 배출구 밸브 교체  $50,000  

John B. Thacher 

State Park  산악 자전거 트레일 개선 공사  $30,000  

Olana State Historic 

Site  마스터플랜 개선 공사 지속  $1,000,000  

Saratoga Spa State 

Park  

사라토가 공연 예술 센터(Saratoga Performing Arts Center, 

SPAC) 발코니 경사로, 난간, 조명 개선 공사  $1,750,000  

Saratoga Spa State 

Park  유서 깊은 캠퍼스 건물과 부지의 재건 공사 지속  $600,000  

Saratoga Spa State 

Park  배전 시스템 개선 공사  $250,000  

Saratoga Spa State 

Park  트레일 시작 지점 개선 공사  $16,000  



 

 

Susan B. Anthony 

Historic Site  유서 깊은 주택 복원 공사  $150,000  

총    380만 달러  

  

센트럴 뉴욕: 공원 4 곳에 대한 지원금 350만 달러  

  

Central New York  프로젝트  금액  

Fair Haven Beach State Park  오두막집 건설 및 개보수 공사  $1,500,000  

Green Lakes State Park  기본 전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공사  $400,000  

Green Lakes State Park  트레일 개선 공사  $54,000  

Lorenzo State Historic Site  맨션 주택 지붕 보수 및 방수 공사  $400,000  

Selkirk Shores State Park  공원 전기 시스템 보수 공사  $1,100,000  

총    350만 달러  

  

핑거 레이크스: 공원 2 곳에 대한 지원금 290만 달러  

  

Finger Lakes  프로젝트  금액  

Hamlin Beach State 

Park  2 곳의 캠프장 샤워 시설 교체 공사  $700,000  

Letchworth State Park  로어 폴스 풀(Lower Falls Pool) 지역 복원 공사  $950,000  

Letchworth State Park  트라우트 폰드(Trout Pond) 및 댐 복원 공사  $500,000  

Letchworth State Park  

유서 깊은 CCC 스트리트 헬레나 쉘터(CCC St. Helena 

Shelter) 이전  $350,000  

Letchworth State Park  글렌 아이리스 인(Glen Iris Inn) - 1 단계 복원 공사  $275,000  

Letchworth State Park  게이트 자동화 공사  $100,000  

총    290만 달러  

  

미드 허드슨 밸리: 공원 10 곳에 대한 지원금 1,290만 달러  

  

Mid-Hudson Valley  프로젝트  금액  

Bear Mountain State Park  

트레일사이드 박물관 및 동물원(Trailside Museum and 

Zoo)에서 애팔래치안 트레일(Appalachian Trail) 보강 공사  $120,000  

Harriman State Park  폐수 처리 현대화 공사  $3,250,000  

Harriman State Park  

어린이 그룹 캠프(Children's Group Camps)의 보수 공사 

지속  $400,000  

Harriman State Park  

레이크 웰치 댐(Lake Welch Dam) - 저지대 배출구 복원 

공사  $130,000  



 

 

Minnewaska Park 

Preserve  공원 전환 프로젝트 지속  $4,000,000  

Rockland Lake State Park  골프 코스 업그레이드 공사  $75,000  

Rockland Lake State Park  변압기 교체 공사  $100,000  

Fahnestock State Park  상하수도 시스템 개선 공사  $250,000  

Fahnestock State Park  

타코닉 옥외 교육 센터(Taconic Outdoor Education 

Center) 자연 통역 과정 개선  $2,500,000  

Hudson Highlands State 

Park  에너지 및 환경 지속 가능성 개선 공사  $400,000  

Mills-Norrie State Park  배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공사  $1,000,000  

Taconic Region  지역별 정화조 시스템 개선 공사  $250,000  

Taconic State Park  

아이언워커스 캐빈 단지(Ironworkers Cabin Complex)에 

새로운 정화조 시스템 설치 공사  $300,000  

Walkway Over The 

Hudson State Historic 

Site  데크 연간 보수 공사 및 정비 지속  $75,000  

총    1,290만 달러  

  

롱아일랜드: 공원 12 곳에 대한 지원금 1,600만 달러  

  

Long Island  프로젝트  금액  

Bethpage State Park  골프 코스 개선 공사  $500,000  

Caumsett State Historic Site  공원 입구 개조 공사  $1,500,000  

Captree State Park  질소 감축 시스템 설계 및 건설  $450,000  

Captree State Park  폭풍 습지대 공사  $550,000  

Connetquot River Park Preserve  위생 시스템 업그레이드 공사  $96,400  

Connetquot River Park Preserve  질소 감축 시스템 설계 및 건설  $325,000  

Heckscher State Park  시립 하수 처리 시스템에 공원 연결 공사  $330,000  

Jones Beach State Park  공원 전환 프로젝트 지속  $10,000,000  

Montauk Downs State Park  위생 시스템 업그레이드 공사  $75,000  

Orient Beach State Park  위생 시스템 업그레이드 공사  $55,000  

Planting Fields Arboretum State Historic 

Park  위생 시스템 업그레이드 공사  $90,000  

Long Island Region  지역별 위생 시스템 업그레이드 공사  $1,000,000  

Sag Harbor State Park  위생 시스템 업그레이드 공사  $60,000  

Sunken Meadow State Park  

주차장 2 번 구역(Field 2 Parking Lot) 

개선 공사  $1,000,000  



 

 

총    1,600만 달러  

  

뉴욕시: 공원 4 곳에 대한 지원금 1,700만 달러  

  

New York City  프로젝트  금액  

Clay Pit Ponds Park Preserve  트레일 및 트레일 표지판 개선 공사  $72,000  

Brooklyn  자메이카 베이(Jamaica Bay)에 새로운 주립 공원 건설  $15,000,000  

Riverbank State Park  극장 및 표지판 개선 공사  $135,000  

Roberto Clemente State Park  낡은 전기 장비 교체 공사  $1,800,000  

총    1,700만 달러  

  

노스 컨트리: 공원 3 곳에 대한 지원금 470만 달러  

  

North Country  프로젝트  금액  

Higley Flow State Park  캠핑장의 화장실 7 곳 교체 공사  $1,400,000  

Long Point State Park  상태가 좋지 않은 캠핑장 화장실 교체 공사  $250,000  

Westcott Beach State Park  임대 오두막집/별장 10 곳 공사  $3,000,000  

총    470만 달러  

  

서던 티어: 공원 3 곳에 대한 지원금 270만 달러  

  

Southern Tier  프로젝트  금액  

Chenango Valley State Park  트레일 개선 공사  $35,000  

Robert Treman State Park  고지 트레일(Gorge Trail) 복원 공사  $75,000  

Watkins Glen State Park  상수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공사  $2,600,000  

총    270만 달러  

  

웨스턴 뉴욕: 공원 4 곳에 대한 지원금 570만 달러  

  

Western New 

York  프로젝트  금액  

Allegany State 

Park  

외부 창문 및 문, 석조 부분 및 배수로 등을 포함한 레드 하우스 관리 

건물(Red House Administration Building) 복원 공사  $2,500,000  

Allegany State 

Park  

공원 캠프장에 곰 방지 식품 보관함(bear-proof food lockers) 설치 

공사  $75,000  

Allegany State 

Park  

썬더 록스(Thunder Rocks)에서 리틀 아일랜드(Little Ireland)로 

이어지는 트레일 재포장 공사  $55,000  



 

 

Allegany State 

Park  

로어 패터슨/보바 스키 트레일(Lower Patterson/Bova Ski Trail) 

재포장 공사  $55,000  

Allegany State 

Park  

11 번 호스 트레일(Horse Trail #11) 복원 공사 캠프 10/12 파워 

라인스 트레일(Camp 10/12 Power Lines Trail) 공사  $15,000  

Earl W. Brydges 

Artpark  배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공사  $300,000  

Earl W. Brydges 

Artpark  브릭 로드(Brick Road) 조명 업그레이드 공사  $200,000  

Evangola State 

Park  새로운 하수 리프트 스테이션(lift station) 설계 및 건설  $225,000  

Niagara Falls 

State Park  파크 활성화 계획 지속  $1,025,000  

Niagara Falls 

State Park  고트 아일랜드 센터 로드(Goat Island Center Road) 재건 공사  $1,200,000  

총    570만 달러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매년 7,10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250곳이 넘는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골프 코스,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은 공원 및 방문객 지출로 50억 달러를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수익으로 약 54,000 개의 일자리와 28억 달러 이상의 추가 

주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를 지원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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