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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에서 뉴욕 전역에 있는 8개의 주립 공원의 13개 

놀이터를 구축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25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원 

개선은 Cuomo 주지사의 NY Parks 2020 주립 공원 활성화 계획의 일부이며, 이는 

2020년까지 100개의 놀이터를 추가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뉴욕의 주립 공원은 어디에서도 뒤지지 않으며 이러한 놀이터 개선은 가족들이 

방문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우리는 주립 공원을 개선하는 우리의 성공의 바탕을 만들고 있으며 우리는 

뉴욕 주민의 새로운 세대들이 대자연을 감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주립 공원은 오래된 놀이터는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을 위해 현대적이고 

적법한 장비를 갖춘 확실한 공간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놀이터 개조는 가로수와 덩굴, 

벤치, 분수, 공원의 다른 구역으로 연결되는 트레일/보도 등을 포함한 개조공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놀이터는 단지 재미를 주는 공간 이상입니다. 아이들이 체력, 조정 및 균형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며 사회성도 기를 수 있는 곳입니다.”라고 주립 공원 관리 위원 Rose 

Harvey가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의 아이들이 신체와 정신을 단련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현대적인 레저 및 스포츠 시설을 제공하려는 Cuomo 주지사에 감사 드립니다” 

주 공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Captree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공원공원공원 (Suffolk 카운티) - 5-12세 아동과 2-5세 아동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분무기와 그늘막 등 장비를 갖춘 새로운 놀이터를 설치.  

• Delta 호수호수호수호수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공원공원공원 (Oneida 카운티) - 새로운 놀이의 기능을 통합하고 모든 

연령 그룹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지형을 사용하는 새로운 

놀이터를 설치. 

• Green 호수호수호수호수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공원공원공원 (Onondaga 카운티) - 소나무 숲 캠프장의 전체 개선의 

일환으로 모든 연령대가 접근할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하고 현대적인 장비로 

오래된 장비들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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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mpstead 호수호수호수호수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공원공원공원 (Nassau 카운티) - 5-12세 아동을 위해 설계된 

기존의 놀이터를 확장하고 2-5세 아동을 위한 새로운 놀이 공간을 설치.  

• Jones 해변해변해변해변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공원공원공원 (Nassau 카운티) - 기존의 놀이터를 확장하고 Zach’s 

Bay에 그늘막을 추가하고 서부 게임 영역에서 오래된 놀이터를 교체. 

• Letchworth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공원공원공원 (Livingston/Wyoming 카운티) - Highbanks 레크리에이션 

지역, 오두막 지역 C와 Highbanks 캠프장에서 3개의 놀이터를 교체하고 확장.  

• Saratoga 스파스파스파스파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공원공원공원 (Saratoga 카운티) – Peerless과 Geyser 지역에 

기존의 놀이터를 새로운 놀이 기구와 공원의 환경 교육 프로그램과 통합할 

자연적인 요소를 갖추도록 확장. Geyser 놀이터는 Geyser Creek에 인접한 수생 

서식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Peerless 놀이터는 수분 매개자의 서식지를 

지원하기 위한 귀하 구역을 특징으로 합니다. 

• Westcott 해변해변해변해변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공원공원공원 (Jefferson 카운티) - 두 개의 기존 놀이터를 확대하고 

오래된 장비를 교체. 
 

건설은 여름 성수기 이후에 시작할 것입니다. 놀이터는 내년에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2011년부터, 주립 공원은 공원을 개선하고 야외 활동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려는 

주지사의 역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47개의 놀이터를 설치하거나 개선하였습니다. 

주지사의 NY Parks 2020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2020까지 주립공원에 대한 민간 및 

공공 자금 9억 달러를 활용하는 다개년 약속입니다. 2015-16 주 예산은 이 사업에 대해 

1억 1,000달러를 배정하였습니다. 
 

뉴욕주 공원휴양지사적보존실은 년 6200만 명이 방문하는 180개 주립공원과 35개 

사적지를 감독합니다. 레크리에이션 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18-474-0456으로 

전화하거나 www.nysparks.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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