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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부시위크의 바이탈 브루클린 지역사회 놀이터(VITAL BROOKLYN
COMMUNITY PLAYGROUND) 기공 발표
150만 달러 규모의 P.S. 377 놀이터는 센트럴 브루클린에서 추진하는 Cuomo 주지사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지역사회 개발 이니셔티브의 일환

뉴욕주의 “전역 보건 정책(Health Across All Policies)" 이니셔티브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학생들이 설계한 새로운 지역사회 놀이터가 브루클린
부시위크의 우드바인 200에 위치한 P.S. 377 알레잔드리아 베니테즈 드고티에
학교(Alejandrina Benitez DeGautier School)에서 공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50만 달러가 투입된 놀이터는 쿠오모 주지사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도움이 필요한 센트럴 브루클린
지역에 자원을 지원하겠다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부시위크 거주민 34,189명이 주택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녹지 공간을 얻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센트럴 브루클린에서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고 심각한 사회
경제, 보건 불평등 해결을 지원하는 등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놀이터는 이러한 적극적
노력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놀이터는 젊은 가족들이 공원으로 나오게 만들고
어린이들은 바깥에서 뛰어노는 경험을 통해 평생의 취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래를 위해
브루클린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브루클린 인접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어린이에게 레크리에이션 활동 기회를 제공하려는
우리 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에 대한 개발 노력을 지속하여,
경제 성장은 물론, 아동과 가족들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이니셔티브는 2017년 시작된 이후,
뉴욕주에서 가장 발전되지 않은 지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니셔티브는
센트럴 브루클린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고 절실한 도시 내 녹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곳에서는 73 퍼센트의 저소득 이웃들이 거주민 1,000명 당 녹지 2.5 에이커라는
도시의 평균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 토지 신탁(The Trust for Public Land), 뉴욕 로드 러너(New York Road Runners),
그리고 뉴욕 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 공무원들은 화요일 브루클린 지역 학생,
선생님, 가족들과 함께 P.S. 377 알레잔드리아 베니테즈 드고티에 학교(Alejandrina B.
De Gautier School)에서 학생들이 디자인한 놀이터의 건설 시작을 축하하는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20년 봄에 개장 예정인 놀이터에는 나무와 거북이 연못, 투명 페이버,
폭풍에 대비해 1인치 높이의 빗물에 견딜 수 있는 기타 친환경 인프라 요소가
포함됩니다. 놀이터의 설계를 지휘한 것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예산 수립, 협상,
환경과학 등 귀중한 지식과 삶의 기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 Erik Kulleseid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이터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이상에 따라 현명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놀이터는 뉴욕시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빈 공간들이, 뉴욕 주민을 위한 생기 넘치는 녹지로
변하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주신 공공 토지
신탁(The Trust for Public Land), 뉴욕 로드 러더(New York Road Runners), 뉴욕시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공공 토지 신탁(The Trust for Public Land)의 뉴욕주 책임자인 Carter Stricklan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클린과 위대한 뉴욕주의 모든 주민들은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에 잘 관리된 녹지를 가져야 합니다. 공원은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운동과 여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Cuomo의 선구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뉴욕주와 함께 협업하면서, 우리는 센트럴 브루클린에 더욱
많은 녹지가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뉴욕 로드 러너(New York Road Runners)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Michael Capiras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로드 러너(New York Road Runners)는 공공 토지 신탁(The
Trust for Public Land)과 P.S. 377에 놀이터 건설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라이징 뉴욕
로드 러너(Rising New York Road Runners) 프로그램에서 뛰고 즐길 수 있는 야외
공간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2016년부터 총 다섯 곳의 자치구에
놀이터를 개발하기 위해 공공 토지 신탁(The Trust for Public Land)과 협업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아름답고 안전한 지역사회 공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Nydia Velázque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이터와 공원, 녹지는 어린이들이
뛰고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는 센트럴 브루클린에 더욱 많은 수의 놀이터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의 전일적 접근법을 통해 모든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을 위해

더욱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줄
새로운 놀이터의 개장을 고대합니다."
Julia Salaza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시위크와 같이 저소득,
유색인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는 역사적으로 다른 뉴욕시 지역사회에 비해 제한된 녹지
접근권을 누려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유색인종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다른 많은
경우와 함께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정의를 바로잡고자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뉴욕 주립공원(NYS Parks)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뉴욕주의 소외당한 지역사회를 위해 포괄적인 평등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rik M. Dil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시위크의 어린이들에게는
최대한 많은 녹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함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을 추진하여 P.S. 377의 학생 및 지역사회에 새로운 놀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Maritza Davila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원 및 열린 공간은 우리의
청소년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저는 부시위크의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했던 놀이터를 제공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이니셔티브에 찬사를 보냅니다."
브루클린 자치구의 Eric L. Adams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지 접근권은
지역을 번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수의 저소득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도보로 지역 정원이나 놀이터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브루클린 전역에서 이러한 자원 확대를 위한 노력에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와 협력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치구와 도시의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존 자산 활용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도시농업의 기회를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저는 모든 주민들을 위해
더욱 건강하고 넉넉한 브루클린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Cuomo 주지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afael Espinal, Jr. 뉴욕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이니셔티브에 힘입어 지역사회, 특히 부시위크의 어린이들이 곧 안전한
녹지에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생긴다는 사실에 매우 기쁩니다. 이곳은 P.S.
377 학생 및 이웃 주민들이 필요로 했던 활동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P.S. 377 놀이터는 공공 토지 신탁(The Trust for Public Land)의 뉴욕시 놀이터
프로그램(NYC Playgrounds Program)의 지원으로 받아 지어집니다. 1996년부터 시와
함께 협력해 온 공공 토지 신탁(The Trust for Public Land)의 뉴욕시 놀이터
프로그램(NYC Playgrounds Program)은 다섯 개 지역구에서 200개 이상의 학교 및
지역사회 놀이터를 설계 및/또는 건설해왔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 외에도,

뉴욕시의 모든 놀이터는 주말, 방과 후, 방학 기간에는 대중에게 사용이 허가하여,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놀이터 주변 도보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공간 160 에어커 이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공공 토지 신탁(The Trust for Public Land)의 공원은 투명 페이버나 특별하게 선택한
조경 및 나무 등 친환경 인프라를 채택했습니다. 친환경 인프라를 갖춘 건물의 건축으로
인해 대형 폭풍에 대한 뉴욕시의 저항력이 커집니다.
폭풍으로 인해 강우량이 늘어나 빗물이 넘치면 뉴욕시의 하수도 시스템으로는 대응할 수
없어서 강과 만에 처리되지 않은 물이 유입되어 환경 오염이 발생합니다. P.S. 377의
놀이터는 폭풍이 닥치면 1인치 높이의 빗물까지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길로
넘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게다가 놀이터의 나무는 뉴욕시의 날씨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콘크리트 길 중간에 그늘을 만들고 공기의 질을 개선합니다.
Cuomo 주지사의 14억 달러 규모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프로그램은 지원이
대단히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만연한 폭력과 뿌리 깊은 빈곤 등과 같은 만성적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통합 지역 8 곳을 파악하여
투자함으로써 센트럴 브루클린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공공녹지 공간과 레크리에이션
활동 공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종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으며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 의원이었고 첫 여성 대통령 출마자였던
선구자 Shirley Chisholm의 이름을 붙인 407에이커 규모의 주립공원이 개장합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 8 곳을 지역사회 운동장 및 공공녹지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1,060만 달러,
약 24 곳의 지역사회 정원을 개조하기 위해 310만 달러, 센트럴 브루클린 전 지역의
레크리에이션 센터 4곳을 개선하기 위해 18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은 Cuomo 주지사의 "모든 정책에 건강을(Health Across
All Policies)/연령 친화적인 뉴욕(Age-Friendly NY)"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지원합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주정부 기관은 연령 및 보건 친화적 지역사회라는
원칙을 모든 연관 프로그램 및 정책에 반영합니다. 특히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은 건강한 음식과 안전하고 청결한 야외 공공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야외 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합니다.
P.S. 377 놀이터는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이니셔티브,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학교 건설청(School Construction Authority), 뉴욕 로드 러너(New York Road
Runners), 공공 토지 신탁(The Trust for Public Land)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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