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약 1억 달러 규모의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 및 워터프론트 개조 발표  

  

또한 하계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Summer Youth Employment Program) 지원에 

4,400만 달러 발표  

  

재설계된 워터프론트, 위층 광장 개조, 새 운동장은 뉴욕시 첫 주립공원의 종합적 개조  

  

해당 작업으로 할렘 리버(Harlem River) 주변 회복력 구축 및 홍수 예방 강화  

  

개조 사진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재설계된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 워터프론트 및 관문이 새로 건설된 야구장과 함께 문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1년 이래 약 50년 된 공원 인프라에 이루어진 약 1억 달러 규모의 

개선으로, 공원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으며 청소년 프로그램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올해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가치 있는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 하계 청년 고용 프로그램(Summer Youth Employment Program)을 

지원하는 4,40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공원이 아니라 새 브롱크스의 

상징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발전이 있었지만 브롱크스는 뒤쳐졌습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브롱크스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오고 있습니다. 오늘 브롱크스는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뉴욕주가 개조를 해온 최고의 오락적 자연 시설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주정부가 공원에 한 것 중 가장 큰 단일 투자입니다. 이 투자로 공원에 새 

브롱크스가 가져야 마땅한 최신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뛰어난 선수이자 멋진 야구 

선수 및 인도주의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입증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의 첫 주립공원인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의 개조로 앞으로 오랫동안 회복력이 

강화되고 방문자 경험이 개선될 것입니다. 새 편의시설과 청정 인프라는 수십 년 간의 

방치된 공원이 반전되도록 도우며 더 밝은 브롱크스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이 공원 

개조는 단지 새 나무, 운동장, 오솔길이 아니라 거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삶의 질을 

https://protect2.fireeye.com/url?k=7d2a4532-2112e250-7d28bc07-000babd9f75c-8c28e9022e899373&u=https://protect2.fireeye.com/url?k=c6e180c5-9ad92678-c6e379f0-000babd9fa3f-8a8de1fd4f6a6109&u=https://protect2.fireeye.com/url?k=55f30012-09d0e7c9-55f1f927-0cc47aa8c6e0-c3528633517953a8&u=https://flic.kr/s/aHsmE12vdW


강화하기 위한 대담한 투자를 나타냅니다. 또한, 청소년 고용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올봄,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은 공원의 세 가지 주요 개조 요소를 완성하고 

개방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브롱크스 공원의 방문자 130만 명을 위해 활성화된 

장소를 만들고 청소년 프로그램 기회를 확대하며 다음과 같이 할렘 리버(Harlem River) 

홍수로부터 공원과 주변의 회복력을 개선합니다.  

  

• 더욱 안락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홍수 방지력, 폭풍 회복력, 청정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약 4,600만 달러 규모의 워터프론트 재설계.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이후 발견된 심각한 부식을 해결하기 

위해 2,200피트 길이의 강철 칸막이, 산책로를 회복력 강한 디자인으로 

교체. 새로운 산책로 및 아래쪽 광장에는 공유 보행자/자전거 도로, 강 

전망대, 새 보트장, 새 공연장, 새 식물, 경치 좋은 9,000제곱피트 규모의 

습지가 있습니다. 이 습지는 동식물에게 자연 서식지를 제공하며 많은 양의 

비를 흡수하고 새 환경 교육 기회를 만듭니다. 북쪽 해안 개조사항에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사석 방파제, 새 울타리가 있으며 강의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 700만 달러 규모의 공원 위쪽 광장 입구 개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물의 

강철 지지대 및 바닥재 교체, 아래층의 부스러진 계단을 보수, 공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개방, 조경 개선, 공원 입구를 보다 멋지게 꾸미기 위해 실물 

크기의 Roberto Clemente 동상 재배치.  

  

• 860만 달러로 인조 잔디 구장인 다용도 운동장 및 야구장 두 개 설치, 

공원의 천연 잔디 구장 개조. 올 봄에 완성된 새 인조 구장으로 메이저리그 

야구 및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협회(Major League Baseball and the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MLB-MLBPA)의 공동 계획인 청소년 

개발 재단(Youth Development Foundation), DREAM, 기타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청소년 야구 및 소프트볼 프로그래밍을 

연간 1,500명의 청소년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새 구장 및 관련 

프로그래밍은 메이저리그 야구 청소년 아카데미 네트워크(MLB Youth 

Academy network)의 일부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다양한 지역 

시설(캘리포니아 컴튼, 텍사스 휴스턴,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오하이오 

신시내티, 워싱턴 디시,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텍사스 달라스, 미주리 

캔자스시티, 푸에르토리코 구라보)도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지역사회 개발 정액 교부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재난 복구 지원금(Disaster Recovery award), Cuomo 주지사의 뉴욕 공원 2020 계획(NY 



Parks 2020 initiative) 지원금, Ruben Diaz Jr. 브롱크스 자치구 대표, Vanessa Gibson 

뉴욕시 의회 의원, Jose Serrano 상원의원, Latoya Joyner 하원의원의 지원금을 통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Major League Baseball),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협회(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Alex Rodriquez는 새 운동장을 위해 

추가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공원 개선 작업은 주립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주지사는 약 1억 달러 규모의 공원 프로젝트 완성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립공원 시스템에서 가장 큰 투자이며 3,000만 달러 규모의 공원 수영장, 수상 시설 

개조, 450만 달러 규모의 놀이터 건설을 포함합니다. 주지사의 뉴욕 공원 2020 

프로그램(NY Parks 2020 program)은 주립공원에 투자하는 다개년 공약입니다. 2019-

20년 주 예산(State Budget)에서는 이 계획에 1억 1,000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하계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Summer Youth Employment)  

  

Cuomo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이 관리하는 뉴욕주 하계 청년 고용 프로그램(Summer Youth 

Employment Program)을 지원하는 데 4,4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이 학업 성적을 향상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도록 도울 유용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을 소개합니다. 프로그램용 

뉴욕주 지원금은 자격이 되는 청소년의 임금을 보조금으로 주고 교육 및 훈련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지원금은 통근 교통수단 및 직업 훈련 같은 상담 및 고용 

관련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올해 주 예산은 최저임금 상승을 다루고 동일한 수의 

청소년이 고용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지원금을 400달러 이상까지 

증가시켰습니다.  

  

참가자들은 공원, 요양원, 여름 캠프, 아동 보호 기관, 고령자 센터 및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 기초적인 수준의 일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프로그램은 14세에서 

20세 사이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이하 또는 세 가족 기준 41,560달러인 

청소년들에게 열려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등록한 청소년은 뉴욕시에서 올해 오른 시간당 

15달러, 서퍽, 나소,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시간당 12달러, 주 나머지 지역에서 

시간당 11.10달러로 최소한 뉴욕의 최저 임금을 받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은 하계 청년 고용 프로그램(Summer Youth Employment 

Program)용으로 주 전역 카운티 사회보장서비스부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참가에 관심 있는 청소년은 카운티 사회보장서비스부에 연락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otda.ny.gov/workingfamilies/dss.asp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약 19,000명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이 고용되었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은 청소년을 일자리와 연결하도록 돕기 위하여 57개 

http://otda.ny.gov/workingfamilies/dss.asp


카운티와 뉴욕시에 4,000만 달러 이상 분배했습니다. 프로그램은 2011년 이래 2억 

7,300만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일자리 약 159,000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카운티별 지원금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 개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많은 

파트너들이 협력한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최종 결과는 매우 멋집니다. 대담하게 

조치하고 뉴욕인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한 주지사님의 비전과 지시가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Mike Hei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설적 노동 시장 경험은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에게 귀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이들이 종종 

일터 또는 고등 교육 시설로 옮길 때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하계 청년 고용 

프로그램(Summer Youth Employment Program)은 청소년이 이러한 경험을 얻고 그들의 

미래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주지사 폭풍피해복구실(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 GOSR)의 Emily 

Thompson 법률 고문 겸 외무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에 놀라운 투자를 함으로써 사랑 받는 공공 

장소를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샌디의 피해를 입은 모리스 하이츠(Morris Heights) 

지역사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뉴욕을 차례대로 더욱 좋고 강한 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주지사 

폭풍피해복구실(GOSR)은 회복력 개선을 지지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로써 공원을 

더욱 잘 보호하여 계속해서 브롱크스와 그 너머의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영감을 줄 

것입니다."  

  

José Serran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원은 귀중한 지역사회 자원이며 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원이 체육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일부 가족에게 그러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 활성화에 대한 투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전설적인 Roberto Clemente 야구의 유산을 계속해서 기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웰빙에 투자하기로 정하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Adriano Espailla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야구선수 Roberto 

Clemente와 그가 니카라과인들을 도와준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은 구장에서 플레이하고 프로 선수 

Roberto Clemente의 발자취를 따라 가기를 원하는 아이들과 우리 지역사회에 중요한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Funding_by_county.pdf


자산입니다. 이 공원에 멋진 미래를 보장하여 미래 세대가 공원이 가진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José Serra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뛰어난 개조와 매우 필요했던 

회복력 개선으로 브롱크스 주민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은 엄청난 오락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개조를 통해 방문자 경험을 

개선하고 공원을 더욱 안락하게 만들며 자연 재해 가능성을 예방할 것입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에 리더십과 헌신을 보여주시고 브롱크스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Carmen De La Rosa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공원 개조에 투자하는 데 

전념해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이 프로젝트에 지원금을 대도록 도와주신 파트너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브롱크스뿐만 아니라 몇 정거장 떨어진 노던 맨해튼(Northern 

Manhattan) 인근 지역사회도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이 제공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원은 우리 

청소년의 안전 및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에 학교를 가지 않을 때, 

실제 상황을 경험하여 실용적 인력 기술을 확대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장려하는 필수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중요합니다. 청소년이 추가의 임시 소득으로 저소득층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활동에서 계속해서 가족을 첫째로 삼을 

것입니다. 안전한 워터프론트, 개선되거나 새로 만든 구장, 완전 개조된 최신 공원 입구로 

개선된 공원이 여름 직전에 열린 것은 안전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여름을 기대하는 

모리스 하이츠(Morris Heights) 거주민과 인근의 방문자에게 흐뭇한 일입니다."  

  

Latoya Joyn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에 대한 특별한 투자로 저희 지역사회 전역의 가족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1억 달러의 투자로 수영장, 수생 지역 완전 개조,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경치 개선, 수로 접근성 확장, 브롱크스의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저희 지역사회에 중요한 투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ictor M. Pichard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금을 제공하여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을 유지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오락 활동을 추가하고 모든 뉴욕 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 하계 청소년 프로그램(Summer Youth Program)용 지원금을 올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Ruben Diaz, Jr. 브롱크스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개조된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은 저희 지역사회에 훌륭한 



선물입니다. 저는 공원 개조에 개인 자금 250만 달러를 제공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저희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바로 여기 

브롱크스의 아름다운 곳에 와서 스포츠를 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새롭게 

개조된 장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여름이 기대되며 주지사님께서 

아이들에게 하계 일자리를 주기 위해 더 많은 지원금을 주신 하계 청소년 

프로그램(Summer Youth Program)의 시작이 기대됩니다."  

  

Vanessa Gibson 뉴욕시 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언제나 

브롱크스의 좋은 친구입니다. 개조된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Roberto Clemente에게 바치는 새 야구장은 브롱크스의 모든 아이들에게 팀워크와 

야구를 통한 인내를 배울 귀중한 기회를 줄 것입니다. 또한 하계 청소년 

프로그램(Summer Youth Program)을 위한 지원금 증가로 모든 아이가 하계 일자리를 

갖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브롱크스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전념하고 투자해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효과는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브롱크스의 청소년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전면적인 1,900만 달러 

투자의 일환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및 시설의 차후 개선용 지원금 80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이 작업은 기존의 노후화된 체육관을 새로 창설된 지역 농구 리그를 위해 

재단장한 농구 코트가 있는 체육관, 웨이트, 체력 및 운동 기구를 갖춘 새 피트니스 

센터로 개조하며 개인 교습, 체스 및 피트니스용으로 다목적 교실을 개선 및 확대하고 

추가 야구/소프트볼장을 개조하며 새 놀이터를 만들 것입니다.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은 브롱크스 할램 

리버(Harlem River) 옆에 있는 25에이커 규모의 워터프론트 공원으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옵니다. 공원은 청소년, 성인, 고령자,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연중 다양한 

오락 및 문화 활동을 제공합니다. 시설에는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 다양한 구장, 농구장, 

피크닉 시설, 운동장, 워터프론트 산책로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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