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300만 달러 규모의 센트럴 뉴욕 소재 페어 헤이븐 비치 주립공원(FAIR 

HAVEN BEACH STATE PARK)과 필모어 글렌 주립공원(FILLMORE GLEN STATE 

PARK) 개선 프로젝트 완료 발표 

 

‘센트럴 뉴욕 부흥 경제 개발 계획(Central NY Rising Economic Development Plan)’을 

보완하는 주요 관광지 개발 

  

4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페어 해이븐 비치(Fair Haven Beach)의 주요 개선 작업인, 

200만 달러 규모의 동쪽 및 서쪽 탈의장 정비 작업 

  

필모어 글렌 주립공원(Fillmore Glen State Park)의 역사적 중심지를 개선하는 100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카유가 카운티의 페어 해이븐 비치 주립공원(Fair 

Haven Beach State Parks) 및 필모어 글렌 주립공원(Fillmore Glen State Parks)의 핵심 

시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300만 달러 규모의 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0년 만의 페어 해이븐 비치(Fair Haven Beach) 동쪽 및 서쪽 탈의장 

주요 개조 작업과 필모어 글렌 주립공원(Fillmore Glen State Parks)의 역사적인 1930 

파빌리온 개조 작업을 비롯한 공원 개선 작업이 접근성과 방문자 경험 전반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지사의 ‘뉴욕 공원 2020 이니셔티브(NY Parks 2020 

Initiative)’ 투자의 지원을 받으며, 튼튼한 경제 성장 및 커뮤니티 개발을 창출할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부흥(Central NY Rising)” 프로젝트를 보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어 해이븐 비치(Fair Haven Beach)와 필모어 

글렌 주립공원(Fillmore Glen State Parks)은 방문객에게 비할 데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야외 휴양 활동 기회를 선사하며, 센트럴 뉴욕 관광 산업의 핵심 

동력입니다. 여름 시즌이 최고조에 이름에 따라, 주립공원을 보존하고 관광산업을 

증진하며,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센트럴 뉴욕이 선사하는 모든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페어 해이븐 비치 주립공원(Fair Haven Beach State Park)에서 40년만에 처음으로 페어 

해이븐 비치(Fair Haven Beach) 레이크프론트의 주요 개선 작업인 200만 달러 규모의 

동쪽 및 서쪽 탈의장 개조 작업이 실시됩니다. 상기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타일 및 비품을 

비롯하여, 1970년대 시설의 완벽한 개조 작업이 포함되며, 가족용 욕실과 태양열 온수 

시스템이 각각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투자는 올 여름 홍수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온타리오 호(Lake Ontario)에 위치한 공원에 대한 뉴욕주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필모어 글렌 주립공원(Fillmore Glen State Parks)의 100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는 

수영장, 계곡 산책로, 피크닉 지역 및 밀라드 필모어 대통령 생가 오두막(President 

Millard Fillmore boyhood cabin) 복제품과 같은 공원 중심지의 역사적인 1930 

파빌리온을 개조하였습니다. 파빌리온 외관 개선 프로젝트에는 실내 화장실, 다용도실 

및 인명 구조 스테이션이 완전히 개조되는 동안 지붕 교체, 창문 수리, 외장재 업그레이드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파빌리온 개선 프로젝트는 최근 Union Sportsmen 's Alliance 

봉사자의 필모어 오두막 개조 작업에 기반합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대를 

거치면서 페어 해이븐 비치(Fair Haven Beach)와 필모어 글렌(Fillmore Glen)은 뉴욕주 

가정에게 멋진 여름 추억을 선사해 왔으며, 이번 개선 작업으로 이러한 전통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공원 시스템 중 하나가 우리 지역에 있어, 또 이 귀중한 

자원을 열렬히 옹호해 주신 주지사님이 계서서 행운입니다.” 

 

James L. Sewar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원은 뉴욕주에서 가장 훌륭한 천연 

자원 중 하나이며, 관광 수입의 강력한 원천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자원을 보존, 수리 및 

개발하여 뉴욕주 가정에 적절한 휴양지를 선사하고, 우리 지역 경제를 강화합니다. 유서 

깊은 필모어 글렌(Fillmore Glen)에 필요한 수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주정부 기금을 

마련하는 데 한동안 헌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이 공원을 미래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보존할 것입니다. 주립공원에 관심을 갖고 이 주요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신 Harvey 커미셔너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Pam Helming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어 해이븐 비치 주립공원(Fair 

Haven Beach State Park)은 54번째 상원 지역구 주민 및 뉴욕주 전역 주민에게 중요한 

관광지이기에, 향후 수 세기 동안 계속 즐길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온타리오 호(Lake Ontario) 홍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마침내 

페어 해이븐(Fair Haven) 지역에 좋은 뉴스를 듣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주립공원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고 페어 해이븐 비치 주립공원(Fair Haven Beach State Park)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 주립공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Bob Oak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어 해이븐 비치 주립공원(Fair Haven 

Beach State Park) 탈의장 개선 작업으로 공원에서 하루 또는 휴가 전체를 보내는 

가족들에게 공원이 더욱 편안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공원을 수차례 방문해 온 

방문객으로서, 이번 시설 개선 작업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온타리오 호(Lake 

Ontario) 홍수 피해로 페어 해이븐(Fair Haven)에게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는 매년 

페어 해이븐(Fair Haven)을 방문하는 수십만 명의 방문객을 위해 공원의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긍정적 조치입니다.” 

 

Meg Vanek 카유가 카운티 관광 행정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어 해이븐 비치 

주립공원(Fair Haven Beach State Park)과 필모어 글렌 주립공원(Fillmore Glen State 

Park)은 카유가 카운티의 기둥입니다. 페어 해이븐(Fair Haven) 및 모라비아(Moravia) 

빌리지 경제활동의 주요 동력 역할을 수행합니다. 페어 해이븐(Fair Haven)은 카유가 

카운티에서 가장 큰 관광지이며, 2016년 260,00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필모어 글렌(Fillmore Glen)은 Millard Fillmore 미 대통령의 역사를 기념하고, 핑거 

레이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중 하나에 위치한 놀라운 폭포 5곳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원 개선 작업은 주립 공원 시스템 활성화와 야외 휴양 활동 기회를 늘리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주지사의 뉴욕 공원 2020 프로그램(NY Parks 2020 

program)은 주립공원에 9억 달러를 투자하는 다개년 공약입니다. 주지사의 2017-18 

행정부 예산은 이 이니셔티브에 1억 2,000만 달러를 할당하였습니다. 

  

페어 해이븐 비치 주립공원(Fair Haven Beach State Park)은 온타리오 호(Lake Ontario) 

동부에 위치하며 우뚝 솟은 해안 절벽, 1,500피트에 달하는 모래사장과 캠핑장, 언덕이 

많은 삼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오두막 지구가 특징입니다. 온타리오 호(Lake Ontario) 및 

인근 리틀 소더스 베이(Little Sodus Bay)에는 낚시 및 보트 타기 기회가 풍부합니다.  

 

필모어 글렌 주립공원(Fillmore Glen State Parks)은 좁은 협곡에 들어선 시원하고 

빽빽이 우거진 숲의 오아시스입니다. 공원의 하이킹 코스에 참여하면 5개의 폭포, 

글렌의 풍부한 식물을 비롯한 장엄한 경관과 독특한 지질 구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공원에는 60개의 캠프장과 시내가 흐르는 수영장, 오와스코 호(Owasco Lake) 만의 낚시 

시설이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 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부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의 활용, 기업가 정신의 강화 및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서 이 지역에 거의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y-parks-2020-plan-modernize-state-park-system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y-parks-2020-plan-modernize-state-park-system


낮아지고, 기업들은 성장하고 투자하기 위한 근거지로 시러큐스, 오스위고 및 오번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가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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