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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300만 달러의 NY PARKS 2020 투자로VERONA BEACH 및 GREEN 

LAKES 주립공원 재활성화 발표 
 

Verona Beach의 새 해변 탈의시설이 대개장과 2015년 수영 시즌 시작을 맞이합니다 
 

Green Lakes는 주력 공원의 중앙 지역 재단장으로 방문객 경험을 향상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Verona Beach 주립공원 및 Green Lakes 주립공원의 
주요 재활성화 프로젝트의 큰 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NY Parks 2020 이니셔티브의 
1300백만 달러 투자로 가능해진 이 개선에는 Verona Beach에 여름 수영 시즌을 위한 새 
탈의시설 및 가설 건물 적시 완공과 Green Lakes에 캠핑장 업그레이드 및 골프 
클럽하우스 재단장 진행이 포함됩니다.  
 
“뉴욕주는 야외 레크레이션을 위한 전국 최고의 장소들을 갖고 있는데 NY Parks 2020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그 장소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좋게 번모시키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Verona Beach와 Green Lakes에서 진척을 보니 
자랑스러우며 뉴욕주민들이 이번 여름에 주변의 가까운 주립공원을 둘러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립공원 커미셔너 Rose Harv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립공원 시스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능한 이상적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신나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이 Green Lakes 및 Verona Beach 주립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프로젝트들이 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면서 방문자 
경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립공원 시스템을 위한 Cuomo 지사의 투자와 
집념에 지속적으로 감사합니다.” 
 
새 시설의 건축으로부터 절실히 필요한 공원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이르기까지 공사는 
야외 레크레이션 접근성을 개선하고 확대하려는 Cuomo 지사의 집념을 드러냅니다. NY 
Parks 2020 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광범위한 민간 및 공공 자금을 활용하여 
주립공원에 약 9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다개년 공약입니다. 2015-16 주 예산에는 이 
사업을 위한 1억 1천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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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ida 카운티 집행관 Anthony J Picente, J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NY 
Parks 2020 이니셔티브에 투자하고 오늘의 발표를 하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Utica의 Harbor Point 프로젝트로부터 Rome의 Bellamy Harbor 공원 및 Verona Beach 
주립공원에 이르기까지 Oneida 카운티의 수변이 재활성화되어 누구나 이 카운티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공원의 개선은 절실히 필요하였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새 탈의시설, 가설건물 및 새 해변은 침수 보호 등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이 
420만 달러 투자의 큰 이정표입니다.” 
 
“Green Lakes 주립공원은 뉴욕주 중부 지역의 큰 자산이고 뉴욕주립공원 시스템에서 
가장 멋진 공원 중 하나입니다”라고 Onondaga 카운티 집행관 Joanie Mahoney가 
말했습니다. “Green Lakes를 위한 Cuomo 지사의 집념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개선은 년 
약 100만명의 방문객들이 멋진 골프, 캠핑, 수영 등을 계속 즐길 것임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개선 및 최근의 프로젝트 완료 사항들: 
 
Verona Beach 주립공원, Oneida 카운티 Verona Beach 소재  
(Parks 2020 투자액: 420만 달러) 
 
Oneida Lake의 동부 연안에 위치한 Verona Beach는 오늘 완전한 수변 시설 재단장을 
그랜드 오프닝하였습니다. 구내매점 스탠드,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용 화장실과, 
인명 구조원 오피스 및 로커룸을 갖춘 구급대를 포함한 새 탈의시설이 2015년 수영 
시즌에 맞추어 문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또한 수변 지역을 확장하고 건물을 
해변으로부터 더 멀리 더 높은 지역에 위치시킴으로써 홍수 보호를 제공하였습니다. 
최근에 공원의 수변 및 인기 캠핑장 가까이에 새로운 에워싸인 가설건물과 공용실 및 
3개의 작은 피크닉 쉘터도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주립공원은 우거수를 조경된 생저지로 몰기 위해 주차장과 배수 지역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생저지는 침니와 오염물을 바로 호수 안으로 흘리기 보다는 
여과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합니다. 
 
Green Lakes 주립공원, Onondaga 카운티 Fayetteville 소재  
(Parks 2020 투자액: 895만 달러) 
 
년 100만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Green Lakes에서는 3건의 주요 개선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골프 클럽하우스는 다단계 안뜰을 모든 능력의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노천 식사 장소로 교체하는 310만 달러 공사를 겪고 있습니다. 프로숍에는 새 
공중 화장실이 추가될 것입니다. 전에는 프로숍 인근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배수 개선, 
표면수 수거 및 유틸리티 연결로 구조적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금년 가을에 시작되는 
제2단계는 클럽하우스의 완전한 인테리어 재단장의 설계 및 건축을 요구합니다. 이에는 
주방 및 바 영역의 재배치 및 개선과 좌석 증대가 포함됩니다. 클럽하우스는 가장 
혁신적인 골프장 설계사 중 하나인 Robert Trent Jones가 설계한 최초의 골프장 중 
하나의 페어웨이와 공원의 놀라운 빙하호를 굽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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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Lakes의 Pine Woods 캠핑장은 현재 295만 달러 건설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뉴욕주 중부 지역 최초의 전기, 수도 및 하수 연결로 풀서비스 장소 추가를 포함한 첨단 
야영지가 설치됩니다. 이 프로젝트도 새 화장실 및 샤워실 건물, 개선된 도로를 포함하며, 
체크아웃 시의 많은 교통량에 더 잘 맞추기 위해 트레일러 덤핑 스테이션을 이전할 
것입니다. 개별 야영지를 더 잘 정의하고 프라이버시를 더하기 위해 새 나무와 식물을 
심을 것입니다.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공원 호수들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는 하수 처리장을 호수로부터 딴 데로 돌리고 배수 문제를 시정하며 우거수와 
침식을 줄이기 위한 부지 공사를 포함합니다. 이번 가을에 시작되는 제2 단계는 야영지와 
공원의 새로 단장된 캐빈들을 위한 두 번째 화장실 건물을 건축하고 나머지 부지들을 
위해 전기를 가설할 것입니다. 연방 토지수질 보호기금이 캠핑장 프로젝트를 위해 110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유틸리티와 공원 입구를 업그레이드하는 대단히 중요한 290만 달러 제1단계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유틸리티(수도, 하수, 전기, 통신, 도로)는 공원 
사무소가 위치한 공원의 북부 지역과 Pine Woods 캠핑장을 섬길 것입니다. 공원 입구와 
주차장의 교통 문제는 방문객에게 더욱 편리한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자동 입장 차선 
추가로 해결하고 티켓 부스는 직원과 보안을 위해 첨단 작업공간으로 교체될 것입니다. 
 
뉴욕주 공원휴양지사적보존실은 년 6200만 명이 방문하는 180개 주립공원과 35개 
사적지를 감독합니다. 이러한 레크레이션 장소에 대한 상세 정보는 518-474-0456으로 
전화하거나  www.nysparks.com을 방문하거나, Facebook에 접속하거나, 또는 
Twitter에서 팔로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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