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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개선된 EAST RIVER 주립 공원 수변의 재개장을 발표

완성된 프로젝트는 소중한 Brooklyn 수변 공원을 개선하고 보호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East River 주립 공원의 수변이 안정 및 공원의 해안선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개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완공된 52만 6천 달러의 프로젝트는
침식에서 공원을 보호하고 과거 Williamsburg 철도에서 바지선 운송 터미널을 지역 사회 공원으로
변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ast River 주립 공원은 Superstorm Sandy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겪은 후 수리 및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이번 복원 사업의 완료 덕분에 우리는 그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게 만들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공원은 Williamsburg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치있는 녹색 공간을
주어 사람들이 휴식과 도시의 수변을 즐길 수 있게 해주며, 저는 오늘 재개장을 보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는 폭풍 복구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다음 폭풍을
염두하여 더 강하게 구축합니다. 이는 주 전역에서 우리 지역 사회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해변과 공원의 인기있는 수변 잔디 공원은 수년에 걸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이는 Superstorm
Sandy 기간 공원의 3분의 1이 홍수에 잠겼을 때를 포함합니다. 강의 조력 활동과 보트 교통량은
지역 사회에 부족한 공공 공간을 제공하는 해변을 계속해서 침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원의 해변과 잔디밭의 수 피트가 침식으로 유실되었습니다.
해안선 복원 사업은 해변 모래 보충 잔디밭의 가장자리에 재생 화강암 블록의 저지대 벽을 설치,
새로운 현지의 재배를 추가하고 새로운 카약 선착장을 만들고, 돌로된 사석 완충 지역을 재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의 기능은 썰물시에 물고기들이 해변에 갇히지
않도록 사석 완충 지역에 물고기 채널을 만들고, 침입 식물을 제거하고 빗물을 모으도록 마른
우물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에 시작된 공원에 대한 초기의 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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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개선의 일련의 과정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주립 공원 국장 Rose Harvey는 “저는 East River 주립 공원과 뉴욕에서 사랑받는 주립 공원의 활성화
및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East River 주립 공원은
사람들이 자연 해변 옆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뉴욕 시에서 몇 안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변의 자연 환경을 유지하면서 맨해튼의 스카이 라인의 전망을 공원 잔디밭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문자들에게 더 탄력적이고 더 매력적으로 유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52만 6천 달러의 프로젝트는 주지사의 NY Work 사업, 환경 보호 기금 및 기타 자원에 의해
투자되었습니다. 2012년 Cuomo 주지사에 의해 시작된 NY Work는 주 전역에서 279개의 공원 향상
및 109개의 주립 공원과 유적지에서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상원 의원 Daniel Squadron는 “East River 주립 공원은 브루클린 북부에서 녹색 오아시스이며
Williamsburg와 Greenpoint의 가족을 위한 휴양 및 휴식을 위한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해안선을 개선하고 복원하는 것은 맨해튼과 East River의 관점에서 이러한 증가하는
지역에서 공원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이 노력에
대해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를 보내며 저는 앞으로도 그와 공원과 저의 동료들과 함께 East River
공원을 계속 발전하게 만들도록 협조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Joseph R. Lentol은 “저는 몇 년 전에 이 천국같은 7 에이커의 부지를 주립 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싸웠고, 이 공원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공원을 더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새로운 카약
정박장, 새로운 식물들과 더 지속 가능한 수변이 있는 향상된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Greenpoint 및 Williamsburg의 지역 공원 공간이 제한적이지만, 주와 도시의 제 동료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의회 의원 Stephen Levin은 “East River 주립 공원의 재개방은 우리의 지역 사회를 위한 흥미
진진한 순간입니다. 그것은 많이 필요로 했던 열린 공간을 제공 할뿐만 아니라, 맨해튼의 스카이
라인의 놀라운 전망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완성과 수변의 재개장에 대해
Cuomo 주지사와 주립 공원 위원 Harvey 그리고 주립 공원 부서에 감사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ast River 주립 공원 친구들의 대표인 Jackie Meyer는 “우리는 수변 해안선의 재개발, 카약 정박장
및 식물들의 추가와 운동장의 새로운 그네를 포함하여 다른 개선과 함께 오늘날 더 빛나는 주립
공원의 생성, 개발, 보호 및 유지를 위해 힘쓰신 Andrew Cuomo 주지사, 공원 위원 Rose Harvey, 뉴욕
주 의원 Joe Lentol, 뉴욕 주 상원 의원 Daniel Squadron과 뉴욕 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국에 감사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루클린 북부를 위한 열린 공간 연합(Open Space Alliance for North Brooklyn)의 전무 이사인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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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off는 “최근에 성장하는 브루클린 북부는 주민들이 운동하고 신선한 공기를 얻고 쉴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 공원에 대한 큰 압력을 넣어왔습니다. 따라서 브루클린 북부를 위한
열린 공간 연합 (OSA)는 이 동네를 위한 중요한 여가 편의 시설 및Greenpoint-Williamsburg 수변 열린
공간 마스터 플랜의 초석인 East River 주립 공원 해안선의 회복을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연 해변 같은 접근은 북에서 남쪽으로 도시가 소유한 공원의 조경된 수변 지역과 산책로로
완벽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OSA는 이것이 가능하게 한 Cuomo 주지사, 위원 Harvey 및 모든 주립
공원 관계자들에게 깊은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7 에이커의 East River 주립 공원은 맨해튼 스카이 라인과 여가, 휴식 혹은 특별 이벤트를 개최할수
있는 열린 녹색 공간을 결합합니다. 매주 토요일 공원에서 개최되는 Smorgasburg는 국제적인 관광
목적지로 성장하였고 여름 영화 나이트(Summer Movie Nights) 시리즈는 주변 가족을 위한
인기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에 1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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