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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6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트레일과트레일과트레일과트레일과 야외야외야외야외 접근접근접근접근 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 13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주립공원 하이킹 트레일과 야외 

레크리에이션 접근 프로젝트를 향상 및 확장하는 17개 프로젝트에 13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트레일 프로젝트는 NY Parks 2020 플랜을 통해서 공원을 

향상시키고 야외 레크리에이션 접근을 확대하려는 주지사의 역사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트레일은 뉴욕 구석구석에서 만날 수 있는 뛰어난 자연풍광을 즐길 수 있는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길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앞으로 

오랫동안 잘 유지 관리되고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밖으로 나서서 이러한 천혜의 풍광을 직접 경험해보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이킹, 조깅, 사이클링 또는 승마하기에 안전하고 즐거운 장소를 

원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공원공원공원공원 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 역사역사역사역사 보존사무국의보존사무국의보존사무국의보존사무국의 Rose Harvey 커미셔너가커미셔너가커미셔너가커미셔너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주립공원 중에는 뉴욕의 멋진 풍광을 탐험하고 발견할 최고의 관광지 몇 

곳이 있습니다. 우리 주립공원에서 트레일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확장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주지사의 NY Parks 2020 프로그램 은 2011년부터 2020까지 주립공원에 대한 민간 및 

공공 자금 9억 달러를 활용하는 다개년 약속입니다. 2016-17년도 주 예산은 이 사업에 

대해 9,000만 달러를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에서 진행 중인 트레일 프로젝트: 
 
Central New York 
 

Fillmore Glen 주립공원 – 공원의 협곡 트레일에 자리한 역사적인 석조물 복원을 위한 

공원 자재 구매에 30,000달러 지원. 
 
Capital Region 
 

Saratoga-Capital Region 주립공원 Thacher 주립공원, Grafton Lake 주립공원 및 

Moreau Lake 주립공원에 새로 추가된 Lake Bonita의 천연주상절리를 개선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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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트레일 작업반 구성에 30,000달러 지원. 
 
Finger Lakes 
 

Finger Lakes Region 주립공원 – Excelsior Conservation Corps의 지원과 함께 Robert 

Treman 및 Buttermilk Falls 주립공원이 돌계단과 계단 보수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휴대폰 투어(공원의 자연 및 역사 관련 특성에 관한 정보 제공)에 22,500달러 지원. 
 
Hudson Valley 
 

Clarence Fahnestock Memorial 주립공원 – 승마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낡은 School 

Mountain Road 교량을 교체하는 데 5,000달러 지원. 
 

Franklin Delano Roosevelt 주립공원 – 웅덩이 지역 트레일로 이어지는 주차장 #5를 

개선하고 Crom Pond 물줄기 개울 위로 교량을 설치하는 데 5,000달러 지원. 
 

Goosepond Mountain 주립공원 – 주차 구역을 개선하고 개발되지 않은 공원에 방향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100,000달러 지원. 
 

Hudson Highlands 주립공원 – Preserve의 Bull Hill로 이어진 인기 있는 Washburn 

트레일 중 부식이 심한 구간을 복원하는 데 40,000달러 지원.  
 

Rockland Lake 주립공원 –Rockland Lake Nature Center의 1,300-피트 판자가 깔린 

노후된 트레일을 교체하는 데 150,000달러 지원. 
 

Taconic and Palisades Region 주립공원 – 성공적인 Backcounty Trails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Program에 172,000달러 지원; 이 지역 주립공원에 새로운 트레일을 

세우고 기존 트레일을 개보수하는 데 New York-New Jersey Trails 위원회와의 계약. 
 
Long Island 
 

Hallock 주립공원 –새로 개발된 공원에 있는 실내 주차공간을 Long Island Sound가 

바라보이는 절벽과 연결하는 약 1,200-피트 길이의 West Trail 건설에 50,000달러 지원. 
 

Napeague 주립공원 –대서양과 Napeague Bay 사이에 자리한 미개발된 1,364 에이커 

규모의 공원에 하이킹 접근로와 트레일을 개선하는 데 150,000 달러. 
 
Mohawk Valley 
 

Robert V. Riddell 주립공원 –Susquehanna River 주변에 자리한 2,163 에이커 규모의 

트레일 기반의 공원을 개선하는 데 75,000달러 지원. 
 
New York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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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y Pit Ponds 주립공원 –265 에이커 규모의 천연보호구에 자리한 기존 트레일의 

접근성 개선에 40,000달러 지원. 
 
North Country 
 

Point au Roche – 기존 1.5 마일의 자전거 도로의 파손된 길과 배수관을 복구하는 데 

200,000달러 지원. 
 
Southern Tier 
 

Chenango Valley 주립공원 – 5마일에 이르는 기존의 Lily Lake 및 Chenango Lake 주변 

보행자 트레일 표면을 새로 수리하고 13마일의 고지대 자전거/보행자 트레일에 

방향표지판 및 설명표지판을 업데이트하는 데 75,000달러 지원. 
 
Western New York 
 

Allegany 주립공원 –65,000 에이커 규모의 공원에 하이킹과 오지 트레일 개선에 130,000 

달러 지원. 
 

Allegany 주립공원 – 트레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승마 그룹에 트레일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말 트레일 개보수 및 지속 가능한 설계 이니셔티브에 

50,000달러 지원. 
 

NY Parks 2020 외에도, Cuomo 주지사는 학생들에게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늘려주고 뉴욕주 곳곳에 자리한 공원 및 역사적인 장소를 알리기 위해 Connect Kids to 

Parks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주는 NPS(National Park 

Service)와 협력하여 2016년에 모든 4학년 학생 및 그 가족들에게 주립공원 주간 무료 

입장 혜택을 확대하고 주립공원 및 역사적인 장소에서 진행되는 야외 레크리에이션 및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수송을 돕기 위한 교부금 프로그램도 마련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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