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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야외야외야외야외 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 시설의시설의시설의시설의 대대적인대대적인대대적인대대적인 개선을개선을개선을개선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대대적인대대적인대대적인대대적인 증축과증축과증축과증축과 업그레이드로업그레이드로업그레이드로업그레이드로 모든모든모든모든 뉴욕주민과뉴욕주민과뉴욕주민과뉴욕주민과 방문객들의방문객들의방문객들의방문객들의 접근성을접근성을접근성을접근성을 개선하다개선하다개선하다개선하다 

 

방문객이방문객이방문객이방문객이 많은많은많은많은 Adirondacks와와와와 Catskill 지역지역지역지역 내내내내 시설시설시설시설 대부분을대부분을대부분을대부분을 개선하다개선하다개선하다개선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고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에 있는 야외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대폭적인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개선 사항들은 Adirondacks와 Catskill 지역에 있는 시설들에 

이뤄졌으며, 새로운 길과 주차 공간 추가를 포함해 접근성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번 여름 모든 사람들에게 캠핑, 하이킹, 보팅, 자전거타기, 

배타기 및 낚시를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7월 4일 주말 전에 이뤄졌습니다. 

 

“뉴욕은 곳곳에 뛰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주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천혜의 장관이 

자리한 곳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개선활동은 우리 공원의 

접근성을 증대하고, 뉴욕주민들과 방문객 모두에게 야외 경험을 증대시켜줄 것입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직접 와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환경보존부의환경보존부의환경보존부의환경보존부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환경보존부 시설은 

전가족이 뉴욕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연자원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캠핑, 하이킹 그리고 낚시에 이르기까지, 이런 곳에서 할 일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시설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투자 덕분에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모든 방문객들의 경험을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Adirondacks의 개선사항 

 

Essex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Lincoln Pond 캠핑장: 주간 이용 구역에 새로운 피크닉 정자 건립.  

• Putnam Pond 캠핑장: 입구 도로 포장 및 보트로 가는 도로 건설. 

Frankli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Meacham Lake 캠핑장: 주간 이용 구역에 새로운 운동장과 피크닉 정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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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 Creek 캠핑장: 아동용 자연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재운용.  

Hamilto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County Line Flow Hand 건립: County Line Flow와 Fishing Brook으로 낚시꾼과 

카누인 또는 카약인들의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길, 주차장 및 접근 

트레일 건립.  

• Fishing Brook Hand 건립: Pickwacket Pond Road에 자리한 새로운 주차장이 

County Line Flow의 약 0.75 마일의 상류에 있는 Fishing Brook로 연결. Long 

Lake와 Newcomb 커뮤니티 사이에 있는 State Route 28의 북쪽에 위치.  

• Lewey Lake 캠핑장: 욕실을 갖춘 신축 8채 샤워 건물 두 동 건립 및 공중화장실 

리노베이션. 여기에는 흐르는 물과 수세식변기가 포함되어 있음. 

Warre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Hearthstone Point 캠핑장: Upper Shower Building 내외부 리노베이션.  

• Prospect Mountain Veterans Memorial Highway 주간 이용 구역: 방문객들이 

피크닉 정자와 Bull Wheel 전망대로 갈 수 있도록 정상에 접근로 건립.  

Catskill 지역의 개선사항 

 

Delawar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Bear Spring Mountain: 새로운 운동장과 낚시부두 건립. 

Ulst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Kenneth L. Wilson 캠핑장: 새로운 시설에는 보행자 전용 교량 및 전망대 플랫폼, 

카누인 또는 카약인을 위한 핸드 런치(hand launch), 보행자전용다리가 있는 0.25 

마일의 전망대 트레일, 낚시터 및 피크닉 장소를 포함한 자연 트레인이 있습니다. 

기타 개선 사항 

 

Delawar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Bear Spring Mountain 캠핑장: 새로운 운동장 및 ADA Accessible 낚시 부두 건립. 

Gree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North-South Lake 캠핑장: South 호수 정자에 전기와 물을 포함한 전기 서비스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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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시설은 현재 온갖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보존국은 캠핑장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든 캠핑장에 있는 낡은 캠핑장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출입구 강화, 새로운 난로, 배수시설 개선, 토착 수종 및 관목 식재가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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