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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17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립공원과주립공원과주립공원과주립공원과 유적지를유적지를유적지를유적지를 개선하기개선하기개선하기개선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NY WORKS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발표발표발표발표 

 

주립공원에주립공원에주립공원에주립공원에 90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투자투자투자투자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NY Works 기금의 9000만 달러가 뉴욕주의 50여개 주립공원 및 

유적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수리하기 위한 근 90건의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NY Works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는 우리의 공원과 유적지를 수리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동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공원 인프라를 회복하고 보건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들은 공원 방문객 경험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뉴욕주 관광 산업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일급 공원 시스템은 건전한 휴양을 장려하고 주의 자연자원을 보호하며 주민, 관광객 및 민간 

투자를 우리 주의 커뮤니티들로 유치합니다”라고 공원레크레이션명소보존실 실장인 Rose 

Harvey가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공원 및 유적지에 대한 Cuomo 지사의 투자는 뉴욕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중요한 경제적 자산을 강화할 것입니다.”  

금년의 주 예산은 밀린 환경 자본 니즈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주립공원들이 다음 차수의 New York Works 자본 프로그램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도록 90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립공원들은 향후 년도에 근 50개 공원에서 공사 준비된 자본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0건의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설계를 시작할 것입니다. 주 예산 자본 계획은 

다음 5개년에 걸쳐 주립공원 개선에 년 90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과 집념 그리고 의회 의원들 덕분에 뉴욕주의 주립공원들은 수 십년의 정비 

지연 및 저투자 후 마침내 흥분되는 호전을 맞이하였습니다. 2차분의 NY Works 예산은 뉴욕주의 

주립공원들이 중요한 휴양적, 문화적 및 경제적 목적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립공원을 

방문하는 년 6000 여만 명의 사람들을 대표하여 우리는 공원을 업그레이드하고 공원에서의 방문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 지속적인 노력에 우리의 감사를 표합니다” 라고 Open Space Institute’s 

Alliance for New York State Parks Program의 회장인 Erik Kulleseid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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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본 예산 주입은 수 십년의 저예산으로 피해를 본 공원 시스템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uomo 지사와 의회의 강력한 집념 덕분에 우리 주립공원 시스템의 재활성화가 

지속되어 관광이 진흥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미래 세대를 위해 뉴욕주의 공원 및 유적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라고 Parks and Trails New York의 집행이사인 Robin Dropkin이 말했습니다.  

작년에 Cuomo 지사는 New York Works 이니셔티브를 통해 89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수 십개의 

주립공원 및 유적지를 개보수함으로써 주립공원들이 100여 건의 밀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55개 공원 및 유적지를 개선하였습니다. 탈의 시설 현대화, 열화된 화장실 수리, 

트레일 개선 및 다 허물어져 가는 놀이터 교체를 포함하여 보건 및 안전 관련 개선과 중요한 인프라 

복원에 대한 공사가 주 전역의 공원 및 유적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휴양지유적보존실은 년 6000만 명이 방문하는 179개 주립공원과 35개 유적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Parks & Trails New York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 주립공원은 매년 

19억 달러의 경제 활동을 생성하고 20,000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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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book에 접속하거나 또는 Twitter에서 팔로우하십시오.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공사공사공사공사 및및및및 설계설계설계설계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주도주도주도주도 지역지역지역지역  

공사 프로젝트  

공원 프로젝트 내역 추산액 

Thacher 

주립공원 

열화된 공중 변소 4개소 교체 $1,200,000 

Thacher 

주립공원 

Tory Cave 트레일 연장 $300,000 

Thacher 

주립공원 

조망권 및 장소 복원 $150,000 

Saratoga 

Spa 

주립공원 

Peerless 지역에 피크닉 쉘터 및 공중 변소 건설 $450,000 

Saratoga 

Spa 

Roosevelt II Bathhouse의 제1단계 개보수 $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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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립공원 

Saratoga 

Spa 

주립공원 

공원 인프라 개선: Hall of Springs, Roosevelt I ADA 

접근 램프 개보수, 건물 수량계 설치 

$400,000 

Saratoga 

Spa 

주립공원 

전용을 위해 Lincoln Baths의 비어있는 동 준비 $200,000 

Saratoga 

Spa 

주립공원 

공원 도로 부분 재포장 $1,000,000 

Peebles 

Island 

주립공원 

향후 재사용을 위해 역사적 Bleachery Building 

안정화 

$3,000,000 

Schodack 

Island 

주립공원 

공중 캠핑장 건설 $1,500,000 

Grafton 

Lakes 

주립공원 

열화된 해변 탈의장 개보수 $250,000 

Grafton 

Lakes 

주립공원 

제1단계: Dunham Reservoir Dam 업그레이드 $400,000 

Moreau 

Lake 

주립공원 

해변 탈의장 지붕 개보수 $100,000 

Olana 주 

유적지 

주 공원 도로 재건 및 재포장 $275,000 

Taconic 

주립공원 

Copake Falls 지역 입구 및 공원 지역 재건, 녹색 

요소 포함 

$1,230,000 

  

지역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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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5,000 

설계 프로젝트:  

공원 설계 프로젝트 

Grafton 

Lakes 

주립공원 

Second Pond Dam 업그레이드 설계 

Grafton 

Lakes 

주립공원 

공중 캠핑장 설계 

Grafton 

Lakes 

주립공원 

공중 자연센터 설계 

Moreau 

Lake 

주립공원 

캠핑장 지역에 캐빈 6개 설계 

 

Thacher 

주립공원 

새 방문자 센터 및 다용도 건물 설계 

 

Lake 

Taghkanic 

주립공원 

음용수 시스템 업그레이드 설계 

 

중부중부중부중부 지역지역지역지역  

공사 프로젝트  

공원 프로젝트 내역 추산액 

Lorenzo 

주 

유적지 

역사적인 대저택에 새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 설치 $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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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프로젝트:  

공원 설계 프로젝트 

Green 

Lakes 

주립공원 

Pine Wood 캠핑장 개선 설계, 공중 변소 교체, 전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ADA 준수 포함 

Green 

Lakes 

주립공원 

공원 사무소 및 공원 경찰 시설의 교체 설계 

Fair 

Haven 

Beach 

주립공원 

공원의 해변 탈의장 4개소 개보수를 위한 설계 준비 

Fort 

Ontario 

주 

유적지 

역사적 요새 건물을 위한 인프라 및 유틸리티 개선 설계 

Finger Lakes 지역지역지역지역  

공사 프로젝트  

공원 프로젝트 내역 추산액 

Ganondagan 주 

유적지 

Seneca Arts & Education Center $1,000,000 

Letchworth 

주립공원 

주 공원 도로를 위협하는 노후화된 Gibsonville 

암거 교체 

$1,800,000 

Letchworth 

주립공원 

제1단계: Highbanks Campground의 샤워/화장실 

건물 3개소 교체 

$1,500,000 

Letchworth 

주립공원 

Highbanks Campground의 전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2,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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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lin Beach 

주립공원 

주 공원 도로 재포장 $750,000 

Darien Lake 

주립공원 

하수 처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125,000 

Genesee Valley 

Greenway 

트레일 개선 설계 및 공사 $500,000 

  

지역 합계: 

$7,890,000 

공원 설계 프로젝트 

Ganondagan 주 

유적지 

옥외 행사 쉘터 설계 

Cayuga Lake 

주립공원 

음용수 시스템 개선 설계 

Sampson 

주립공원 

계류장 계획 연구 

Sampson 

주립공원 

8개 임대용 캐빈 설계 준비 

Letchworth 

주립공원 

Trout Pond 댐 개보수 설계 

Hamlin Beach 

주립공원 

Yanty Marsh Area 개선 설계 

Letchworth 

주립공원 

자연센터 설계 

Hudson Valley   

공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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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프로젝트 내역 추산액 

Bear Mountain 

주립공원 

수영장 탈의실 개선 $500,000 

Harriman 

주립공원 

어린이 여름 단체 캠핑장의 수리 및 

업그레이드 

$1,250,000 

Harriman 

주립공원 

Lake Welch 지역에 새 공중 변소 건설 $450,000 

Harriman 

주립공원 

Arden Valley Road 재포장 $1,500,000 

Harriman 

주립공원 

최대 13개 댐의 저수위 출구 엔지니어링 

연구/수리 

$2,000,000 

Rockland Lake 

주립공원 

북쪽 수영장의 탈의장 개조 $1,000,000 

Minnewaska 

주립공원 보존지 

Phillips House를 새 방문자 센터 및 공원 

사무소로 개조 

$1,050,000 

National Purple 

Heart 명예의 전당 

전시물 개선 및 전산화된 Purple Heart 

수훈자 등록부 업데이트 

$400,000 

다수의 공원 버려지고 사용 금지된 건물 철거 $250,000 

James Baird 

주립공원 

골프장 관개 시스템 $1,000,000 

John Jay 주 유적지 실내 온도 조절 및 전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1,000,000 

FDR 주립공원 수영장 탈의실 및 입구 광장 개조 $1,000,000 

FDR 주립공원 녹색 요소를 포함하여 수영장의 주차 

지역 재건 

$1,465,000 

Mills-Norrie Hoyt House 지붕 수리 및 외부 안정화 $3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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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립공원 프로젝트 

  

지역 합계: 

$13,180,000 

설계 프로젝트:  

Bear Mountain 주립공원 하수 처리장 업그레이드 설계 

Harriman 주립공원 Tiorati Road 교량 수리 설계 

Rockland Lake 주립공원 Championship 골프장 관개 시스템 설계 

Nyack Beach 주립공원 입구 도로 및 옹벽 수리 설계. 

Minnewaska 주립공원 보존지 공원 입구 재설계 

James Baird 주립공원 공원의 음용수 시스템 개선 설계 

James Baird 주립공원 열화된 공원 정비 시설의 교체 설계 

FDR 주립공원 수영장 개선 설계 

Hudson 주립역사공원의 통로 서쪽 접근 공원 건물 설계 

Hudson Highlands 주립공원 Dennings Point 공원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설계 

Mills-Norrie 주립공원 Norrie 환경센터 지붕 수리 설계 

Staatsburgh 주 유적지 역사적인 대저택의 외부 수리 설계 

Rockefeller 주립공원 보존지 Swan Lake 개선 설계 

Long Island  

공사 프로젝트  

공원 프로젝트 내역 추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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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ken Meadow 

주립공원 

해변 탈의장 개보수 완료 $2,230,000 

Sunken Meadow 

주립공원 

골프장 관개 시스템의 1단계 개선 $1,250,000 

Jones Beach 

주립공원 

여러 개선사항 구현 $1,000,000 

Jones Beach 

주립공원 

역사적 모자이크 개보수 $150,000 

Hither Hills 주립공원 새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 건물 건설 $1,500,000 

Wildwood 주립공원 새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 건물 건설 $1,500,000 

Hempstead Lake 

주립공원 

공원 도로 재포장 $1,000,000 

Planting Fields 

Arboretum 주립공원 

접근 가능한 새 감각 정원 설치 $400,000 

Hither Hills 주립공원 주 캠핑장 도로 재포장 $1,000,000 

  

지역 합계: 

$10,030,000 

설계 프로젝트  

Robert Moses 

주립공원 

필드 2 및 5의 해변 탈의장 개보수 설계 

Jones Beach 

주립공원 

필드 6의 해변 탈의장 개보수 설계 

Hempstead Lake 

주립공원 

(허리케인 Irene에 의해 파괴된) Northwest Pond 댐의 복원 설계 

Heckscher 필드 6의 해변 구조물 개보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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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립공원 

Heckscher 

주립공원 

공원 재개발 타당성 조사 

Caleb Smith 

주립공원 

두 댐의 개보수 설계 

Mohawk Valley  

공사 프로젝트:  

공원 프로젝트 내역 추산액 

Verona 

Beach 

주립공원 

해변 주차장을 포함하여 새 해변 탈의장 및 괸련 

시설 건설 

$4,300,000 

Gilbert Lake 

주립공원 

공원의 배전 시스템 수리 $300,000 

Glimmerglass 

주립공원 

열화된 공원 및 캠핑장 도로 재포장 $220,000 

  

지역 합계: 

$4,820,000 

설계 프로젝트:  

Delta Lake 주립공원 캠핑장 음용수 및 전기 시스템 개선 설계 

Hyde Hall 주립공원 다음 단계의 복원 및 인프라 수리 설계 

Johnson Hall 주 유적지 역사적 블록집을 해석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원 설계 

North Country  

공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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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프로젝트 추산액 

Keewaydin 

주립공원 

공용 계류장에 새 화장실 설치 및 접근 개선 $1,375,000 

Keewaydin 

주립공원 

공원 도로 재포장 $400,000 

Grass Point 

주립공원 

열화된 수영해변 탈의장 재건 $735,000 

Wellesley Island 

주립공원 

RV 하수 투기장 및 처리 시설 설치 $500,000 

Wellesley Island 

주립공원 

“E” 지역 공원 도로 수리 및 재포장 $450,000 

Long Point 

주립공원 

공원의 보트 출범 및 도크 액세스 개선 $420,000 

Cedar Point 

주립공원 

캠핑장 #4 공중변소 재건 $450,000 

Kring Point 

주립공원 

공원의 공용 보트 출범 개선 $400,000 

  

지역 합계 

$4,730,000 

설계 프로젝트:  

Wellesley Island 

주립공원 

“F” 캠핑 지역의 전기 및 음용수 시스템 업그레이드 설계 

Jacques Cartier 

주립공원 

RV 하수 투기장 위치 이전 및 업그레이드 설계 

Point Au Roche 

주립공원 

보트 계류 지역 개선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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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Moses 

주립공원 

새 공원 사무소, 공원 파출소 및 정비 시설 설계 

Westcott Beach 

주립공원 

Plateau 캠핑장의 하수 처리장 업그레이드 설계 

Macomb Reservation 

주립공원 

댐 개보수 계획 개발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공사 프로젝트:  

공원 프로젝트 내역 추산액 

Riverbank 

주립공원 

아이스링크 개선 $1,000,000 

Riverbank 

주립공원  

전공원 개선사항 구현 $1,000,000 

Roberto 

Clemente 

주립공원 

주요 구조물 수리, 석면 교정 및 조경을 포함하여 

Upper Plaza 재건 

$2,930,000 

Roberto 

Clemente 

주립공원 

Lower Plaza 지역 재개발 $2,200,000 

East River 

주립공원 

침식 해안선 안정화 $300,000 

  

지역 합계: 

$7,430,000 

설계 프로젝트:  

Riverbank 주립공원 및 공원 건물의 노후화된 타일 사이딩 해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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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o Clemente 주립공원 

Roberto Clemente 주립공원 펜스 및 습지 완화를 포함하여 새 북쪽 레크레이션 

필드의 개발 설계 

Southern Tier  

공사 프로젝트:  

공원 프로젝트 내역 추산액 

Taughannock 

Falls 

주립공원 

전체 공원의 노후화된 전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비상 방전기 설치 

$1,600,000 

Taughannock 

Falls 

주립공원 

새 화장실, 주차 지역 해석, ADA 준수를 포함하여 

Falls Overlook 개선 

$1,750,000 

Taughannock 

Falls 

주립공원 

Overlook 공원 도로 및 지역 사무소 주차장의 

재포장 

$800,000 

Black 

Diamond Trail 

배수, 표면, 레일 및 표지판 포함 트레일 

개선(Taughannock Falls에서 Alan Treman까지) 

$950,000 

Catharine 

Valley Trail 

Mark Twain 주립공원의 “The Domes”의 최종 구간 

완료 

$200,000 

Watkins Glen 

주립공원 

공원의 북쪽 입구 재포장 및 주 입구의 작은 

주차장 포장 

$330,000 

Mark Twain 

주립공원 

기존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연장으로서 옥외 행사 

쉘터 건설 

$140,000 

  

지역 합계: 

$5,770,000 

설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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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y Brook 

주립공원 

음용수 시스템 개선 설계 

Watkins Glen 

주립공원 

주 공원 입구 개선 설계 

Watkins Glen 

주립공원 

세 댐의 업그레이드 설계 

Buttermilk 

주립공원 

위 공원의 Jennings Pond 댐의 업그레이드 설계 

Oquaga Creek 

주립공원 

배수로를 개선하고 댐 배출구를 수리하기 위한 

설계 준비 

서부서부서부서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공사 프로젝트:  

공원 프로젝트 내역 추산액 

Allegany 

주립공원 

McIntosh Trail Cabin 지역에 새 세탁장/샤워 건물 

건설 

$900,000 

Allegany 

주립공원 

Red House 행정빌딩의 지붕 개보수 및 단열 $1,400,000 

Allegany 

주립공원 

캐빈 및 그룹 캠핑장 개보수 계속 $500,000 

Allegany 

주립공원 

Cain Hollow 캠핑장에 3개소의 세탁장/샤워 건물 

교체 

$1,700,000 

Allegany 

주립공원 

열화된 캠핑장 도로 재포장 $1,000,000 

Allegany 

주립공원 

Wolf Run 암거 교체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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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any 

주립공원 

Quaker 지역 하수 시스템 침투 연구 $120,000 

Allegany 

주립공원 

Red House 댐 엔지니어링 평가 $300,000 

Lake Erie 

주립공원 

공원 인프라 개보수 $1,000,000 

Niagara Falls 

주립공원 

American Falls 교량 안정화 $750,000 

Niagara Falls 

주립공원 

새 교통 흐름, 자동화된 주차 및 포장을 포함하여 

주차장 개선 

$2,500,000 

Niagara Falls 

주립공원 

역사적 행정빌딩의 동 지붕 교체 $675,000 

Niagara Falls 

주립공원 

역사적 행정빌딩의 개보수: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 전기 개선, LED 조명 

$2,000,000 

DeVeaux 

Woods 

주립공원 

Kenan-Castellani 개보수의 1단계 – 석면 감소 및 

건물 외피 

$850,000 

Evangola 

주립공원 

1960년대의 해변 방파제 개보수 $600,000 

Evangola 

주립공원 

캠핑장 도로 재건 및 재포장 $1,000,000 

Old Fort 

Niagara 주 

유적지 

역사적 요새를 둘러싼 노후화된 장막벽의 

개보수 

$200,000 

Artpark 옥외 원형극장의 전기 서비스 업그레이드, LED 

등 설치 

$300,000 

  

지역 합계: 

$15,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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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프로젝트:  

Allegany 

주립공원 

Ryan Cabin Trail 지역의 새 세탁장/샤워 건물 설계 

Allegany 

주립공원 

Quaker 지역 수영해변 탈의장 및 매점 건물 교체 설계 

Long Point 

주립공원 

시립 하수 처리 시스템 설계 

Niagara Falls 

주립공원 

Cave of the Winds 콤플렉스 개선 설계 

Niagara Falls 

주립공원 

새 공원 파출소 설계 

Niagara Falls 

주립공원 

 American Falls 교량 개보수 설계 

Niagara Falls 

주립공원 

버스 루프 개선 설계 

Fort Niagara 

주립공원 

수영장 탈의실 재건 설계 

Fort Niagara 

주립공원 

의 수영장 개선(조경 포함)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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