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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HUDSON VALLEY 지역에 주립 공원과 역사적인 유적지 및 스키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뉴욕 공사 프로젝트 발표

보수 프로젝트를 위한 3400만 달러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Hudson Valley 지역에 9개 공원과 2개 역사 유적지 및 1개 스키
시설을 업그레이드하여 보수하기 위한 뉴욕 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3400만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뉴욕 근로는 뉴요커들을 뉴욕주의 인프라를 재건립하는 일로 돌아가게 할 새 혁신적인 전략으로
주 경제 발전을 재개발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태스크 포스팀은 종합적 자본 계획을
조율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투자를 감독하며, 주 전역에 걸친 중요한 수 백 개의
프로젝트를 가속화함으로써 수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주지사 Cuomo는 “뉴욕주는 2년 연속, 직업 창출과 정부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반면, 지출을 현상
유지하는 혁신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예산을 통과시켜왔습니다,” “이 예산의 핵심은 뉴요커들을
일자리로 되돌아가게 하는 자본의 레버리지를 위하고, 주 전역에 걸쳐 아주 많은 분들에 의해
사용되는 주립 공원 시스템을 포함한 노화중인 인프라를 재건립하는 새로운 전략인, 뉴욕 근로
프로그램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상원 의원 Bill Larkin은, “너무 오랫동안 저희 공원은 노후화되어져 예전의 명성을 잃어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훌륭한 공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뉴욕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을 근본적으로 철저히
재건립하고, 저희 공원들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도록 하고자 하는 주지사의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주지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Steve Saland는, “저는 이 예산안이 뉴욕의 주립 공원 시스템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자금
공급을 포함하고 있어 기쁩니다. 저희 주립 공원 시스템은 저희 지역 및 주의 관광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이 천연 관광지의 활성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뉴욕
공원과 역사 유적지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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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회 의원 Kenneth Zebrowski는, “뉴욕주의 공원을 계속해서 업데이트시키고 안전하게 유지하여
우리 가족들이 계속해서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뉴욕 공사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는 우리 주립 공원에 필요한 인프라 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재정
지원입니다. 우리 공원과 공원내 시설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우리는 절실히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Rockland 카운티 주민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회 여성 의원 Shelley Mayer는, “봄이 오면서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Old Croton Aqueduct Trail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에서 260만
달러를 새로 지원함을 발표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 자금은 트레일을 따르는 다리를 복원시켜
트레일이 자전거를 타는 분들 및 도보 여행자들을 좀 더 매혹시키도록 하는 반면, 저희 지역 경제에
투자하도록 해 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예산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 전역에 걸친 커뮤니티를 강화시키면서 주지사의 재정 의무에
대한 공약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이 예산은 새로운 세금, 요금 또는 술책 없이 수 십억 달러의
적자를 정리하고, 지출 성장율을 2년 연속 2% 이하로 제한하며, 뉴욕근로 태스크 포스팀을
출범시켜 뉴욕주의 도로, 교량, 공원 및 기타 인프라를 재건하고 수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수 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본 예산안은 주요 경제 발전과 운송 계획, 정부 효율을 향상시킬 중요한 개혁안 및 주 전체
커뮤니티를 강화시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뉴욕 공사 태스크 포스
뉴욕 공사 태스크 포스팀은 45개 기관 및 당국에 걸친 자본 계획을 조율하고, 프로젝트 투자 및
기금 이용을 감독하며, 수 만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입니다.
뉴욕 공사 이니셔티브 이전에는, 45개 기관 및 당국의 연 160억 달러 자본 지출을 위한 종합적인 주
계획이 없었습니다. 항만청, MTA 및 교통부에 의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경우를 포함한 일부 경우에
납세자 또는 통근자 자금 수 십억 달러가 기관들 사이의 조율 없이 같은 지역의 교통 계획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뉴욕 공사 태스크포스팀은 기관 및 당국 사이에 조율된
자본 인프라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재무, 노동, 기획 및 교통 부문의 리더들로 구성된 이 태스크
포스팀은 또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공급 옵션 및 중요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할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뉴욕 공사 태스크포스팀은 15명의 멤버로 구성될 것입니다. 구성원 중 9명은 주지사가, 나머지
6명은 의회가 선임할 것입니다. 모든 주요한 주 기관 및 당국은 자본 계획을 조율하기 위한 실행
협의회에 참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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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뉴욕 공사 프로젝트는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웹에 게시되어 뉴요커들이 자신의 지역사회
프로젝트의 진척도를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리스트는 향후 몇 일간 온라인에 게시될
것입니다.

뉴욕의 주립공원 재건
뉴욕 공사 기금은 주립공원 재건에 89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총 자금으로 1억 4300만
달러를 활용할 것인데, 이는 뉴욕주의 공원을 위한 역사상 최대의 단일 자본 투입입니다.
현재, 주립공원의 83%가 노후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의 모든 지역내
투자하여 관광객들의 경험을 향상시키며, 저희 주립 공원들이 몇 년 동안 노후화된 후 복원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Hudson Valley 지역에 대한 뉴욕 공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총 비용

Bear
Mountain
주립 공원

현저히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많이
사용되는 공원 도로인, Seven Lakes Drive
Road 보수 및 재포장

4,000,000 달러

Bear
Mountain
주립 공원

Bear Mountain과 Harriman 주립 공원에
공급하는 상하수도 재건 및 업그레이드

5,000,000 달러

Belleayre
Mountain
스키 센터

재정 지원은 스키 리프트 유지보수 및 건물
유지 보수와 기타 인프라와 예방 정비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1,000,000 달러

Fahnestock
주립 공원

현재 보건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Taconic
옥외 교육 센터의 낙후된 상수 공급 체제의
교체

1,000,000 달러

Franklin D.
Roosevelt
주립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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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설명

노후화된 대중목욕탕 시설 재건 및 수영장의
노후화되는 여과 시스템 보수. 국가내 가장
큰 수영장 중 하나가 뉴욕시에서 35마일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자격이 없는 커뮤니티에 의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150,000 달러

Hudson
Valley 주립
공원 개선

Bear Mountain과 Harriman 주립 공원내
자격이 없는 어린이들에 의해 사용되는
다양한 캠프에서의 노후된 구조물 및 지붕,
전기, 상하수도 시스템의 재건

3,355,000 달러

Lake
Taghkanic
주립 공원

Lake Taghkanic 주립 공원의 노후화되고 있는
4개의 공중 화장실의 재건축. 이 노후화된
시설은 주립 공원에 주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2,400,000 달러

Mills‐Norrie
주립 공원 /
Staatsburgh
주 역사
유적지

Mills 맨션의 East Portico 복원 및 맨션의 새는
지붕 보수;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Mills
돌담의 완벽한 복원

4,200,000 달러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마리나에 쌓여 몇몇
Mills‐Norrie
주립 공원
마리나

슬립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공원의 수입을
줄였습니다. 축적된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해
마리나를 준설하기 위한 노력은 다시 마리나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2,000,000 달러

이 자금은 하이킹, 자건거 타기 및
Minnewaska
주립 공원

Olana 주
역사
유적지

Old Croton
Aqueduct
Trail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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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위해 사용되는
공원에서 많이 이용되는 트레일을
재건축하는 다음 단계를 지원할 것입니다.

1,000,000 달러

Olana는 주립 공원 시스템내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유적지 중의 하나로, 가장
인기있는 관광물 중 하나입니다. Olan의
새는 지붕 수선은 이 독특한 구조물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수로의 위를 따라 운영되는
Westchester 카운티의 심하게 사용되는,
26마일의 포장된 트레일인, Old Croton
Aqueduct를 따라 노후화되어 가는 몇몇
다리의 교체

1,500,000 달러

2,600,000 달러

Rockland
주립 공원

자격이 없는 커뮤니티에 의해 너무 많이
사용되는 공원의 수영장 폐쇄를 막기 위해
새는 곳 보수

5,000,000 달러

합계 34,205,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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