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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4월 22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전주전주전주전주 주립공원과주립공원과주립공원과주립공원과 유적지를유적지를유적지를유적지를 개선하기개선하기개선하기개선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90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53개 주립공원과 유적지를 개선 및 수리하기 위한 69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뉴욕주립 공원 시스템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New York Works 이니셔티브의 제3차 연도인 2014-15년의 주 예산에 마련된 

전주적 9000만 달러 약속의 일부로서 우리 주민들을 자연에 연결하고 레크레이션 및 관광 기회를 

뒷받침하며 우리의 유명한 주립 공원 시스템을 책임있게 지키는 정신을 과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전주 공원과 유적지에 지속적으로 투자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공원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즐길 수 있도록 이러한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 할 것입니다.” 

 

공원휴양지사적보존실 실장인 Rose Harv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투자가 크고 작은 

소중한 주립공원에 절실히 필요한 수리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원 시스템을 위한 주지사의 

21세기적 변혁은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의 유산을 보존하며, 사람들을 건강하고 활동적인 

야외 레크레이션과 연결하고, 지역 경제 엔진을 돌릴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주의 가장 독특한 자연 보물을 드러내는 중요한 관광지인 뉴욕주의 대표적 

주립공원들의 보존 정신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금년의 예산으로 Long Island 해안의 Jones Beach 

주립공원의 역사적 및 미적 장엄함을 복원하기 위한 6500만 달러 다년 계획이 개시되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공원인 Niagara Falls 주립공원의 5000만 달러 재활성화가 계속되며; Letchworth 

주립공원에 “동부의 그랜드캐니언”으로 알려진 장엄한 협곡의 방문을 증진하기 위한 자연센터가 

건립될 것입니다. 

 

올해는 Cuomo 지사의 New York Works 프로그램에 의해 출범된 주립공원 시스템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제3차 년도입니다. New York Works의 첫 2개 차수는 공원 시스템에 대한 2억 

6500만 달러 투자를 활용하여 81개 주립공원 및 유적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상원의원 Betty Litt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뉴욕주의 장엄한 공원 시스템을 



Korean 

기림으로써 지구의 날을 지키는 것은 합당합니다. 이러한 자본 예산은 사랑 받는 주립공원과 

유적지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관광을 뒷받침하며, 전주 지역사회들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원의원 Margaret Mark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뉴요커들은 우리의 공원과 유적지에 

대한 이 지속적인 투자를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본인은 Cuomo 지사의 New York Works 프로그램이 

우리의 소중한 자연 보물과 휴양 자원을 계속 개선하고 재활성화하도록 하원의 우리들이 도와서 

자랑스럽습니다.” 

 

“Cuomo 지사와 의회 덕분에 뉴욕주 주립공원들은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 기간 중 하나로부터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라고 Open Space Institute의 뉴욕주립공원동맹 회장 Erik Kulleseid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복원되어 활기차고 매력적인 주립공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주셔서 

우리는 해마다 주립공원을 방문하는 6000여만명의 사람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공원휴양지유적보존실은 연간 6,000만 명이 방문하는 179개 주립공원과 35개 유적지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Parks & Trails New York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립공원은 매년 

19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20,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레크레이션 

장소에 대한 상세 정보는 518-474-0456으로 전화하거나, www.nysparks.com을 방문하거나, 

Facebook에 접속하거나, 또는 Twitter에서 팔로우하십시오.  

 

2014-15년 프로젝트: 

주도주도주도주도 지역지역지역지역: 5개개개개 공공공공원원원원/유적지의유적지의유적지의유적지의 9개개개개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위한위한위한위한 867.5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공원 프로젝트 추정 비용 

John Boyd Thacher 

주립공원 

대표 방문자센터 건립(상당한 민간 

모금으로 매칭), 새 전시물, 모임을 위한 

다목적 공간 및 방문자 오리엔테이션 

서비스 포함. 

$3,800,000 

Peebles Island 

주립공원 
역사적 Bleachery 건물 안정화 및 복원 지속 $1,100,000 

Olana 주 유적지 

Olana 유적지 개선(Carriage Barn 방문자 

화장실,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실내 

온도 조절 개선, 타워 목공 및 도장.) 

$950,000 

Peebles Island South Bridge(적색 플래그) 재활 및 
$6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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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립공원 Cohoes에서 Peebles Island까지 해안선 건설 

Saratoga Spa 주립공원 
Gideon Putnam Hotel 프로젝트, 호텔의 

지붕 재활 포함 
$500,000 

Saratoga Spa 주립공원 Victoria Pool 지역 개선 $500,000 

Saratoga Spa 주립공원 자전거 길 확장 $400,000 

Saratoga Spa 주립공원 
환경 교육 건물이 될 기존 Geyser Creek 

빌딩의 재활 
$375,000 

Harlem Valley 레일 

트레일 

Copake Falls에서 Orphan Farm Road까지 

1.2마일 트레일 연장 건설 
$375,000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중부중부중부중부 지역지역지역지역: 1개개개개 공원의공원의공원의공원의 5개개개개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위한위한위한위한 52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공원 프로젝트 추정 비용 

Green Lakes 주립공원 

Pine Wood 캠핑장 재활, 첨단 가족친화적 

화장실/샤워 시설 건립, 전기 서비스 

업데이트 및 운동장 개선 포함  

$1,100,000 

Green Lakes 주립공원 

공원 관문 개선, 새 공원 사무소, 공원 입구, 

공원 경찰 시설의 건립 및 더 안전한 교통 

흐름 창조 포함 

$2,900,000 

Green Lakes 주립공원 공원 트레일 개선 $100,000 

Green Lakes 주립공원 하수 처리 시스템 개선(보건 및 안전 개선) $200,000 

Green Lakes 주립공원 골프장 클럽하우스 및 프로 숍 재활 $900,000 

   

Finger Lakes 지역지역지역지역: 6개개개개 공원공원공원공원/유적지의유적지의유적지의유적지의 10개개개개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위한위한위한위한 78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공원 프로젝트 추정 비용 



Korean 

Letchworth 주립공원 

공원의 자연사 및 환경 자원에 대해 

방문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새로운 

자연센터 건립(상당한 민간 모금으로 매칭) 

$2,000,000 

Sampson 주립공원 
풀서비스 임대 코티지 16채 건립, 욕실, 

소주방 및 Seneca Lake 전망 포함 
$1,850,000 

Hamlin Beach 주립공원 
Yanty Marsh 지역 개선, 새 피크닉 장소, 

보트 출범 및 자연 트레일 포함 
$750,000 

Letchworth 주립공원  Castile 공원 입구 재건  $650,000 

Ganondagan 주 유적지 
새 Seneca 예술교육센터를 위한 조경 및 

부지 공사(상당한 민간 모금으로 매칭) 
$500,000 

Letchworth 주립공원  역사적 석공 트레일 및 계단 재활 (제1단계) $500,000 

Letchworth 주립공원  공원 도로 수리 및 재포장  $500,000 

Genesee Valley 

그린웨이  
Greenway 트레일 개선  $500,000 

Letchworth 주립공원  교량 및 도로 수리 $360,000 

Sonnenberg Gardens 주 

유적지  
행사 공간 개선  $200,000 

   

Long Island 지역지역지역지역: 11개개개개 공원의공원의공원의공원의 11개개개개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위한위한위한위한 2558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공원 프로젝트 추정 비용 

Jones Beach 주립공원 
종합 Jones Beach 재활성화 이니셔티브의 

제1차년도 
$10,000,000 

Robert Moses 

주립공원  
필드 5 수영 해변 목욕장 재활 $5,000,000 

Robert Moses 공원의 음용수 처리장 교체(보건 및 안전 
$3,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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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립공원  개선) 

Hallock 주립공원 

보존지 

미개발 공원 대중 접근을 위한 방문자센터, 

“그린” 주차 지역, 접근 도로 및 트레일 

건설(상당한 민간 모금으로 매칭) 

$3,000,000 

다수의 공원 

Belmont, Heckscher, Sunken Meadow, 

Robert Moses 및 Wildwood 주립공원의 

비적합 오수장 교체(보건 및 안전 개선) 

$1,500,000 

Hempstead Lake 

주립공원 
공원 개선 계획 $1,250,000 

Belmont Lake 주립공원 
행정 건물에 에너지 효율적 HVAC 컨트롤 

설치 
$725,000 

Bethpage 주립공원 
클럽하우스 HVAC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개선 
$275,000 

Orient Beach 주립공원 
고장난 음용수 라인 교체 (보건 및 안전 

개선) 
$200,000 

Planting Fields 

Arboretum 주 역사 

공원 

“그린” 주차장 건설 $200,000 

다수의 공원 
허리케인 Sandy에 의해 파괴된 나무를 

교체하기 위한 식목 
$100,000 

   

Mid Hudson 지역지역지역지역: 8개개개개 공원공원공원공원/유적지의유적지의유적지의유적지의 9개개개개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위한위한위한위한 627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공원 프로젝트 추정 비용 

Rockland Lake 

주립공원 
북수영장 목욕탕 재활 $2,000,000 

Harriman 주립공원 어린이 집단 캠프 개조 지속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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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R 주립공원 수영장 목욕탕 및 에너지 플라자 재활 $1,000,000 

James Baird 주립공원 
플레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골프장 관개 

시스템 설치 
$670,000 

Fahnestock 주립공원 Canopus Lake 환영센터 개선 지속 $500,000 

James Baird 주립공원 
공원 음용수 시스템 개선(보건 및 안전 

개선) 
$400,000 

Philipse Manor Hall 주 

유적지 
벽 및 계단을 유지하고 있는 돌 수리 $350,000 

Mills-Norrie 주립공원 Hoyt House 역사 보존 개선 $250,000 

Staatsburgh 주 유적지  
지하실 전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보건 및 

안전 개선) 
$100,000 

   

Mohawk Valley 지역지역지역지역: 4개개개개 공원공원공원공원/유적지의유적지의유적지의유적지의 4개개개개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위한위한위한위한 464.5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공원 프로젝트 추정 비용 

Delta Lake 주립공원 
캠핑장의 물 및 전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보건 및 안전 개선) 
$3,300,000 

Hyde Hall 주 유적지 
전기 업그레이드 및 화재 탐지/보안 시스템 

설치(보건 및 안전 개선) 
$600,000 

Hudson-Mohawk 

트레일웨이 

Erie Canal 트레일의 Fort Plain 소재 

Otsquago Creek 브리지(2013년 침수로 

파괴된) 교체 

$500,000 

Erie Canalway 트레일 

Amsterdam에서 Pattersonville 사이의 갭을 

메우기 위한 4.6마일의 트레일 건설(연방 

교부금에 주정부 매칭) 

$2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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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2개개개개 공원공원공원공원/유적지의유적지의유적지의유적지의 4개개개개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위한위한위한위한 195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공원 프로젝트 추정 비용 

Riverbank 주립공원 
145th Street 교량 및 공원 입장로에 개선된 

공원 설정 창조  
$850,000 

Roberto Clemente 

주립공원 

새로운 북종합 야구 축구장 개발 시작 

(설계비 포함) 
$500,000 

Riverbank 주립공원 아이스링크 건물 지붕 교체 $350,000 

Riverbank 주립공원 뒤틀린 옥외 농구 코트 교체 $250,000 

   

North Country 지역지역지역지역: 7개개개개 공원공원공원공원/유적지의유적지의유적지의유적지의 8개개개개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위한위한위한위한 493.5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공원 프로젝트 추정 비용 

Wellesley Island 

주립공원 

오래된 수영 해변 매점 건물, 화장실 및 

가설 피크닉 건물 교체 
$2,000,000 

Wellesley Island 

주립공원 

“F” 캠핑장의 전기 시스템, 음용수 시스템 

및 도로 교체 (보건 및 안전 개선) 
$850,000 

Higley Flow 주립공원 노후화된 수영 해변 목욕장 교체 $850,000 

Pt. Au Roche 주립공원 보트 독, 주차장 및 계류장 개선 $350,000 

Jacques Cartier 

주립공원 
R/V 하수 집거장 건설 (보건 및 안전 개선) $250,000 

Westcott Beach 

주립공원 

Plateau 캠핑장 하수 처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보건 및 안전 개선) 
$250,000 

Rock Island Lighthouse 

주립공원 
역사적 Boat House 안정화 및 수리 $225,000 

Black River 트레일 Black River 트레일을 Watertown쪽으로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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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일 연장. (연방 교부금에 주정부 매칭) 

   

Southern Tier 지역지역지역지역: 4개개개개 공원공원공원공원/유적지의유적지의유적지의유적지의 4개개개개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위한위한위한위한 825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공원    프로젝트 추정 비용 

Watkins Glen 주립공원 

미적 요소, 교통 흐름 및 보행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메인 및 북쪽 공원 입구의 

재개발 완료 

$5,000,000 

Stony Brook 주립공원  
고장난 음용수 시스템 교체 (보건 및 안전 

개선) 
$2,250,000 

Chenango Valley 

주립공원 
공원 도로 수리 및 재포장 $900,000 

Taughannock Falls 

주립공원  
석공 및 석물 수리 - Gorge 및 Rim 트레일  $100,000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지역지역지역: 7개개개개 공원공원공원공원/유적지의유적지의유적지의유적지의 8개개개개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위한위한위한위한 192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공원 프로젝트 추정 비용 

Niagara Falls 주립공원 

Niagara Falls 재활성화 이니셔티브 지속, 

Terrapin Point의 조경 계획 개선 및 새로운 

공원 경찰 파출소 건립 포함 

$9,000,000 

Buffalo 수변의 새 

주립공원 

새 주립공원 개선 건설, 공중화장실, 

놀이터, 가설 피크닉 건물 및 조경 포함  
$5,000,000 

Fort Niagara 주립공원 열화된 수영장 목욕탕 교체 $2,000,000 

Allegany 주립공원 열화된 Camp Turner 집단캠프 캐빈촌 재활 $1,000,000 

Long Point 주립공원 
도시 하수 시스템에 연결 (보건 및 안전 

개선)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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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any 주립공원 공원 도로 수리 및 재포장 $500,000 

DeVeaux Woods 

주립공원 
열화된 공원 도로 수리 및 재포장 $500,000 

Old Fort Niagara 주 

유적지 
다음 단계: 역사적 Fort 석공 수리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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