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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법률집행기관이 안전한 보트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순시선을 들인다고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와 공원레크리에이션역사보전사무국(주립공원)은 오늘 여섯 대의
새로운 Brunswick “Justice” 순시선이 뉴욕주와 뉴욕주 내 현지 법집행기관에 배정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순시선은 뉴욕주 수로에서 해양 단속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욕은 풍부한 수로로 축복 받은 곳으로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단속 기관이 이들 수로에서 단속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여 사람들이 계속
즐겁게 수상 활동을 즐기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순시선은
뉴욕주의 관련 단속 기관들이 커뮤니티 주변의 수로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뉴욕주가 이러한 자원을 우리의 현지 파트너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모든 뉴욕주민들이 수로에 나와서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관광객들과 주민들 모두 수많은 호수, 강, 해변을 즐기기 위해 뉴욕을 찾습니다. 이런 곳들은
낚시와 뱃놀이를위한 수많은 명승지와 다양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주립공원장관인
Rose Harvey가 말했습니다. “많은 보트 이용객들이 이처럼 훌륭한 장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는 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현지에서의 단속 활동을 지원하고 수상에서 즐겁고
재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의 순시선은 뉴욕주경찰청, 뉴욕주공원경찰청, Lake George Park 위원회와 함께 Columbia
카운티 보안관 부서, 롱아일랜드의 Hempstead 및 Shelter Island에 배정되었습니다. 한 대에 약
125,000 달러인 이들 선박은미국 해안경비대가 관리하는 SFRB(Sport Fish Restoration and
Boating)신탁 기금을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레크리에이션 뱃놀이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각 주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들 선박의 주요 임무는 레크리에이션 보트객들의 안전과 뉴욕주
항해법 단속입니다.
여섯 대의 새로운 Brunswick “Justice” 순시선 가운데 한 대의 사진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Korean

뉴욕주는 올해 총 210만 달러를 뉴욕주 소속 53개 단속기관의 해상 안전 활동 비용을 부담하는 데
배정되었습니다. 뉴욕주는 1959년부터 해상 단속 순찰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통해 선주
안전을 지원해왔습니다.
뉴욕주 공원해상서비스단(The State Parks Marine Service Unit)은 수상 안전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조정 업무를 맡고 있고, 순찰, 교육, 현지 해상 단속 활동 기금 지원을 비롯해 뉴욕주에서의 해상
단속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상 안전 코스 명단을 포함해 수상 안전 및 뉴욕주 해상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www.nysparks.com/recreation/boating를
방문하십시오.
Carolyn McCarth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수로는 여름철 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으로
뱃놀이와 낚시와 같은 신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곳 롱아일랜드가 이번
순시선 구역에 포함된 것을 알고 기뻤습니다. 이 순시선은 단속기관을 지원하여 수로 안전을 도울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민들과 관광객을 보호하려는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Bill Owen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순시선은 Lake George의 안전과 경비를 향상시켜줄
것이며, 이 지역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수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줄 것입니다. 뉴욕주가
이처럼 꼭 필요한 장비를 제공해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Chris Gibs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olumbia 카운티는 수 마일에 이르는 Hudson River
해안선과 아름다운 시내 및 호수를 가진 축복 받은 장소입니다. 우리의 수로는 수천 명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천혜의 아름다움을 갖춘 Hudson Valley으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Sheriff’s
Office가 보트 이용객, 낚시꾼, 수영객들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줄 것이라는 점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공 안전은 야외 경제 활동에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Columbia 카운티 보안관인 David Bartlett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udson River를 즐기는 보트
이용객들은 새로운 순시선을 타고 단속 활동을 하는 Columbia 카운티 보안관 사무국 해상단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공원레크리에이션역사보전사무국과의 이러한 협력 활동을 통해 이
부서는 카운티의 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첨단 장비를 갖추고 Hudson River을 순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박을 보유하게 되면 Columbia 카운티 보안관 사무국의
해상단원들은 우리 수로의 순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증가에 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선박은 우리 부보안관이 안전하게 우리의 뱃놀이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Hempstead 타운의 관리자인 Kate Murray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정부간 협력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비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의 경우, 우리의 Bay Constables 선단에 25-피트 Boston Whaler 보트를 제공해주신 Andrew
Cuomo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공원레크리에이션역사보전사무국 책임자인 Rose Harvey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로운 보트는 BWI 단속, 습지 감시, 향후 폭풍 발생 시 다양한 임무 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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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소중한 선물을 Town of Hempstead에 보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좋은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뱃놀이는 뉴욕주 경제에 21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뉴욕주는 방대한 운하시스템과
더불어 해상 조수, 5대호, 대규모 내륙 담수호와 접해있는 유일한 주입니다. 뉴욕주는 North
Country 선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약과 카누와 같은 무동력 선박을 뺀 등록된 수상 선박으로
미국 8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Cuomo 주지사는 1996년 5월 1일 이후로 태어난 아이에게 여덟 시간의 공인 교육을
받고 BSC(Boating Safety Certificate)를 수령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모든 제트
스키(PWC) 운전자들은 연령에 관계 없이 이 BSC를 소지해야 합니다.
올해 뉴욕주 예산에는 보트 진수, 정박지 및 캠핑장을 포함해 뉴욕주립공원과 유적지에 대한 개선
자금으로 New York Works 기금 9,000만 달러가 포함되었습니다. 2012년 주지사가 시작한 New York
Works는 뉴욕주 전역의 109개 주립공원과 역사 유적지에 대한 수리 및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