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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FRANKLIN D. ROOSEVELT FOUR FREEDOMS PARK 뉴욕주 주립 공원으로 지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East River의 Roosevelt Island에 위치한 신규 주립 공원인 Franklin D.
Roosevelt Four Freedoms Park의 개장을 발표했습니다.
Four Freedoms Park는 미국사와 세계사의 격변기에 미국을 이끈 뉴욕주 주지사 출신의 Roosevelt
대통령의 인생과 업적을 기리게 됩니다. 공원은 10월 24일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번 가을의 Franklin D. Roosevelt Four Freedoms Park의 개장으로 뉴욕주
주민들과 전세계의 관광객들은 미국을 세계 대공황에서 구하고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뉴욕주 출신의 지도자를 기릴수 있는 기념관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주립 공원은 진정한 보물이며 Four Freedoms Park의 추가로 Roosevelt 대통령을 기림과
동시에 야외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주립 공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뉴욕주 주민들은 Four
Freedoms Park를 방문해서 뉴욕주의 주지사 시절부터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이끈 Roosevelt
대통령의 인생, 업적 및 비전에 대해서 배울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Louis I. Kahn의 가장 최근 작품이자 그의 뉴욕시내의 유일한 작품인 4
에이커 규모의 이 공원은 뉴욕의 주요 문화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에는 Roosevelt
Island의 남쪽 끝에 화강암 플라자와 명성 높은 자화상 조각가 Jo Davidson이 제작한 Roosevelt
대통령의 흉상이 있습니다.
New York State Parks의 Commissioner인 Rose Harvey는 “뉴욕주의 주립 공원은 뉴욕주 주민들이
뉴욕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감동적인 자연 유산과 문화 유산 및 역사 유산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Four Freedoms State Park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게 될 것이며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Roosevelt 대통령이 보여준 자유에 대한 비전과 전설적인 건축가인 Louis I. Kahn을 조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의 Commissioner겸 CEO이자 Roosevelt Island
Operating Corporation의 의장인 Darryl C. Towns는 “Roosevelt Island는 이 섬의 이름이기도 한 FDR의
명성에 걸맞는 공원을 오랫동안 갈구해 왔습니다. Four Freedoms Park는 Roosevelt 대통령의 업적
및 대통령의 지휘하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Greatest Generation”을 기릴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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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lin D. Roosevelt Four Freedoms Park의 회장인 Sally Minard는 “네가지 자유는 Roosevelt
대통령이 최초로 네가지 자유를 언급한 1941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공원은
독특한 환경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요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원이 건립되기까지 수십년이 걸렸습니다. 1973년에 Nelson Rockefeller 주지사와 Lindsay 시장이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Kahn을 건축가로 임명했습니다. Kahn은 공원 설계를 맞치고 얼마 후에
갑자기 사망했으며 뉴욕시의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30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이전 미국 유엔 대사관 William vanden Heuvel과 Four Freedoms Park Conservancy가
공원의 부활을 위한 활동을 시행한 결과 2010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공원의 이름은 1941년 1월 6일 Roosevelt 대통령이 인류의 네가지 기본 자유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및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기초한 세계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언급한
연설에서 연유합니다.
공원은 방문객들이 휴대전화 등의 기기로 접속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기 자료는 Roosevelt 대통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게
되며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의 격려와 FDR 역사학자들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 접속해 주십시오:
http://www.fdrfourfreedomspark.org/
Four Freedoms의 추가로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179개의 주립 공원 및
35개의 역사적 명소를 관리하게 됩니다. Four Freedoms는 2007년 East River State Park가
Brooklyn에서 개장한 이래 뉴욕시 최초로, 그리고 Walkway Over the Hudson State Historic Park가
2009년 Poughkeepsie 외곽에서 개장한 이래로 뉴욕주에서 최초로 개장하는 공원입니다. 공원의
관리, 프로그램 및 보안은 State Parks, Four Freedoms Park Conservancy 및 Roosevelt Island Operating
Corporation이 공동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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