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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존스 비치 주립공원 게임 구역 개수의 개방을 발표  

  

총 660만 달러 규모에는 새로운 미니 골프 코스, 재단장된 새로운 코트 게임, 벤치, 

테이블, 울타리 및 조명 포함  

  

2011년 이후 존스 비치 주립공원 복원을 위한 1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기반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660만 달러 규모의 존스 비치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 개수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웨스트 게임 구역(West 

Games Area)의 리노베이션에는 새로운 미니 골프 코스, 재단장된 새로운 코트 게임, 

새로운 벤치, 탁자, 울타리, 조명, 추가 현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주지사의 

뉴욕 공원 2020년 플랜(NY Parks 2020 Plan)의 일부로, 연방 토지 및 수자원 보존 

기금(Land and Water Conservation Funding)의 190만 달러도 포함합니다.  

  

새롭게 개선된 게임 구역에는 새로운 콘홀 및 피클볼 코트와 셔플보드와 패들 테니스를 

위한 재단장된 코트가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비치는 단순한 공원 그 이상이며, 뉴욕의 

독창성에 대한 생생한 증거이며 세대에 걸쳐 뉴욕 가족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준 역사적인 

공공 명소입니다. 이 새롭고 개선된 게임 구역은 전례 없는 시기에도 가족들에게 긴장을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기회를 줄 것이며, 존스 비치를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흥미로운 

장소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공원 2020년 이니셔티브는 웨스트 배스하우스(West Bathhouse) 및 센트럴 몰(Central 

Mall) 이스트 게임 구역(East Games Area)의 조경과 원예를 개선해, 잔디밭과 화단을 

다시 조성하고, 새로운 관목과 장식용 잔디, 계절 식물을 심으며, 새로운 관계 및 전기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주립 공원 커미셔너 Erik Kullese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존스 비치에 

대한 헌신은 앞으로 수년 동안 방문객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이 공원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보석입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nysparks/sets/72157715033413182/


 

 

2,413에이커의 존스 비치 주립공원은 1929년 대서양에 6마일 이상의 모래 해변이 있는 

보초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Robert Moses가 설계한 이 공원은 2005년 국가 유적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재되었고 매년 6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합니다.  

  

2011년부터 주립공원은 여러 해에 걸친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존스 비치 주립공원의 

유서 깊은 웅장함을 복원하고 새로운 방문객을 유치하며,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 왔습니다. 완공된 프로젝트에는 

웨스트 배스하우스 복합 단지(West Bathhouse Complex) 및 필드 6(Field 6) 

배스하우스의 복구공사, 유서 깊은 센트럴 몰 모자이크 복원 공사, 웨스트 게임 구역 및 

잭스 베이(Zach's Bay)의 새로운 유원지, 새로운 게이트웨이 표지판, 새로운 보드워크 

카페(Boardwalk Café) 레스토랑의 완공, 짚라인이 설치된 새로운 와일드플레이 

어드벤처(WildPlay Adventure) 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 개선 작업은 주립공원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Cuomo 주지사의 뉴욕 공원 2020년 공약을 반영합니다. 

  

John Brook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개장은 존스 비치를 뉴욕주 

공원 시스템의 보석이며 위대한 주의 가족들이 방문할 곳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또 

다른 중요한 단계입니다. 저는 노후, 남용, 슈퍼스톰 등으로 고통받아온 존스 비치 구역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이루어 이 시설을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향후 90년간은 이전처럼 영광스러운 나날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하원의원 David McDonoug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개조된 웨스트 게임 

구역과 웨스트 배스하우스의 수많은 개선사항은 이미 뉴욕주 공원부(NYS Parks 

Department)의 가장 귀한 부분이었던 곳에 놀라운 개선사항을 더한 것이며, 앞으로 

수년간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여름에 존스 비치 공용로(Jones Beach Shared Use Path)를 개장하여,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바다 전망을 즐기며 걷거나 스케이트를 타거나 달리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4.5마일 규모의 레저 트레일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조명을 포함 이스트 게임 

지역에 새로운 농구 코트가 오픈했으며, 새로운 울타리, 벤치 및 음수대가 포함됩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소개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2019년에 7,7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한 

250개가 넘는 개인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립 공원 및 방문객들은 생산 및 판매액으로 50억 달러, 

민간 부문 일자리 54,000개, 28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뉴욕주 총생산(GDP)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레크리에이션 활동 장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518-474-045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parks.ny.gov를 방문하시고 또는 

페이스북(Facebook)에 접속하거나 혹은 트위터(Twitter)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early-completion-shared-use-leisure-path-jones-beach
https://parks.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5f15ad8b-033399d0-5f1754be-000babd905ee-3662dc93051fdcbc&q=1&e=5010d0ab-fb75-4674-ad11-0a8dfe346c3c&u=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tateparks
https://twitter.com/NYstate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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