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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BLACK DIAMOND TRAIL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착공착공착공착공 발표발표발표발표 
 

1970년대년대년대년대 처음처음처음처음 구상했던구상했던구상했던구상했던 길이가길이가길이가길이가 8마일인마일인마일인마일인 산책로산책로산책로산책로 완공완공완공완공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Tompkins 카운티 Black Diamond Trail 1차 구간을 

완공하기 위한 2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착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 "Black Diamond Trail은 이 지역에 가장 중요한 휴양 자원이기 때문에 

이 대망의 개선 사업은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야외 여가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강점을 토대로 구축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관광 및 

경제 활동을 견인하는 Southern Tier 자연의 아름다움을 소개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Rose Harvey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국장국장국장국장은 "Black Diamond Trail은 지역사회와 방문객들을 이 

지역의 많은 환상적인 공원으로 연결한다"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뉴욕주의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헌신에 감사를 표합니다." 
 

8.5마일에 달하는 산책로 구간은 Alan H. Treman 주립공원 Marina/Cass Park와 

Taughannock Falls 주립공원을 연결하는 전 철로를 따라 이어집니다. 공사는 산책로 

표면 작업 개선과 여러 배수구의 교체 또는 수리가 포함됩니다.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돌 

가루 표면과 노면 평탄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완공일은 2016년 가을 예정입니다.  
 

하청업체는 중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에는 산책로 구간을 완전히 

폐쇄해야 합니다.  
 

이 200만 달러 규모의 Black Diamond Trail 공사는 Cuomo 주정부의 2011년부터 2020년 

까지 민간 자금 및 공적 자금을 통해 $9억 달러를 모금하려는 다년간 헌신인 New York 

Parks 2020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됩니다. 주지사는 이 시책에 2016-17년 집행 예산 중 

9,000만 달러를 포함 시켰습니다. 
 

상원상원상원상원 환경보존위원회환경보존위원회환경보존위원회환경보존위원회 의장인의장인의장인의장인 Tom O'Mara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은 "우리 지역은 Black Diamond Trail 

등 유적지, 공원 및 산책로로 구성된 최고의 연결로를 갖게 된 행운의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뉴욕주의 위대한 다목적 산책로 중 하나가 될 것이기에 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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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투자는 Finger Lakes 지역의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기반을 더욱 다지고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이 될 것입니다." 
 

Barbara Lifton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은 "오랫동안 고대했던 Black Diamond Trail 이 드디어 거의 

완공을 앞두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산책을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곳 

Tompkins 카운티에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훌륭한 자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놀라운 

산책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Black Diamond Trail은 우리 지역의 

공원 문화를 향상시키고 보행자 및 자전거를 위한 Trumansburg와 Ithaca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로를 제공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많은 다른 사무실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볼 수 있게 해주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것은 수 많은 도전과제들이 

겹쳐진 긴 여정이었지만, 결국에는 확실한 가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Ithaca 시장시장시장시장 Svante Myrick은 "이 대망의 산책로에 대한 건축의 시작은 우리 지역사회에 

희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관광객과 지역사회에서 사용하게 될 이 훌륭한 

레크리에이션 자원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주지사와 의회의 모든 협력자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1970년대 초반에 처음 구상했던 Black Diamond Trail은 결국 Taughannock Falls 

주립공원과 Robert Treman 주립공원을 연결하는 예정된 12마일 길이의 다목적 

산책로입니다.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2단계 사업은 Ithaca 북쪽 Alan H. Treman 

주립공원 Marina부터 이 도시의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Buttermilk Falls 

주립공원까지와 남쪽 방향으로 Robert Treman 주립공원까지 연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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