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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존스 해변(JONES BEACH)에 총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존스 

해변(JONES BEACH) 90주년 기념 여름 시즌의 시작 발표  

  

존스 해변(Jones Beach)의 와일드플레이(WildPlay) 개장 및 해안을 따라 짜릿하고 

새로운 경험 제공  

  

90주년 기념행사는 여름 내내 계속되며 8월 4일 대규모 기념 축가 행사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존스 해변(Jones Beach)의 90번째 여름 시즌을 

기념하기 위해 존스 해변(Jones Beach)에 총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즌 존스 해변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에 위차한 

와일드플레이(WildPlay)의 개장은 이 역사적인 해안 공원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새로운 야외 모험 공간에는 짚라인, 항공 모험 코스, 40 피트 높이의 

번지점프 등이 있습니다. 존스 해변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은 90번째 여름 

시즌을 맞아 연례 행사인 독립기념일(Fourth of July) 불꽃놀이 페스티벌과 8월 4일 

주차요금 할인 등 일련의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스 해변 주립공원은 또한 내년 

새로운 메도우브룩 파크웨이 게이트웨이 3(Meadowbrook Parkway Gateway 3)의 

개장을 포함해 많은 오락, 환경, 인프라적 요소를 개선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해변(Jones Beach)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공공 기념물입니다. 존스 해변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뉴욕주 전역에 걸쳐 거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해 최고의 

오락 및 관광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뉴욕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께 이번 

여름 존스 해변(Jones Beach)을 방문해 뉴욕주 최고의 장소를 직접 체험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립공원은 뉴욕을 체험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모든 지역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존스 해변(Jones Beach)의 90번째 여름 시즌을 기념하면서, 

뉴욕주의 공원 중에서도 특히 빛나는 장소인 이곳에서 더욱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한 수많은 개선 사항을 선보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스 해변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의 와일드플레이(WildPlay)  



존스 해변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의 와일드플레이(WildPlay) 놀이공원에는 

존스 해변(Jones Beach) 위로 높이 솟은 플랫폼에서 시작하는 네 개의 짚라인이 

있습니다. 짚라인은 서로 인접해 있어, 탑승자들은 가족 또는 친구들과 700 피트를 

이동하며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드벤처 코스(Adventure Course)를 즐기기 

위해서는 길을 알려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장애물을 넘으면서 균형 감각과 

체력, 협동을 시험해볼 수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클래식 코스와 익스트림 코스, 어린이 

코스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익스트림 코스는 장애물이 가장 많고 짚라인의 높이는 50 

피트입니다. 왓츠 투 피어 점프(What's to Fear Jump)에는 밧줄 사다리를 타고 나무로 된 

플랫폼으로 올라가 안전하게 점프 라인에 매달린 후 40 피트 높이에서 뛰어내립니다. 

가격과 예약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의 링크를 방문해주세요. 

https://wildplay.com/jones-beach/  

  

여름 내내 이어지는 90주년 기념 행사  

일련의 90주년 기념 행사의 시작으로, 존스 해변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은 

스털링 은행(Sterling National Bank)의 독립기념일(July 4th) 불꽃놀이 쇼를 

유치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에 맞추어 폭죽을 쏘아 

올립니다. 불꽃놀이 쇼는 2019년 8월 4일 일요일 오후 9:30에 시작합니다. 존스 

해변(Jones Beach)은 Franklin D. Roosevelt 주지사가 공원에 헌정한 공식 개장 

90주년을 축하할 것입니다. 주차 요금은 현행 차 한 대당 10 달러에서 50센트로 

인하됩니다. 이 요금은 1929년 존스 해변(Jones Beach) 개장 당시의 요금과 같습니다. 

존스 해변 주립공원은 대형 생일 케이크를 제작하고 9,990개의 컵케이크를 나누며 

다양한 공연 및 역사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다음의 링크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parks.ny.gov/events/event-

results.aspx?pk=10.  

  

새로운 메도우브룩 파크웨이 게이트웨이(Meadowbrook Parkway Gateway)  

존스 해변(Jones Beach)으로의 보다 편리한 접근을 조성하기 위한 39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현재 완공되었습니다. 메도우브룩 파크웨이(Meadowbrook Parkway)의 

사용하지 않던 톨 광장을 부수었고, 새로운 게이트웨이 사인이 건설되어 존스 해변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원 게이트웨이의 버려진 구조물을 제거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또한 새로운 교통 도로 노면 표시, 표지판, 폭풍 배수 시설 개선, 부지 복구 및 루프 

파크웨이(Loop Parkway)로 가는 재정비된 입구를 포함합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리더십을 

발휘해 존스 해변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의 공공 공간을 재생시킨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존스 해변(Jones Beach)은 개장 90년이 지난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편의시설 및 개선으로 인해 방문객을 더욱 쾌적한 경험을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방문객들은 공원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url?k=d01e1905-8c38213b-d01ce030-000babda0031-b58ff3e3c9cc57c5&q=1&u=https%3A%2F%2Fwildplay.com%2Fjones-beach%2F
https://parks.ny.gov/events/event-results.aspx?pk=10
https://parks.ny.gov/events/event-results.aspx?pk=10


  

John Brook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해변(Jones Beach)은 언제나 

뉴욕의 가족들이 여름의 즐거움과 휴식을 위해 방문하는 장소였습니다. 수십 년간 

다양한 곳으로부터 사람들이 방문해 바다를 즐기고 몇 마일에 이르는 브로드워크에 

참가했습니다. 짚라인과 공중 장애물 코스, 40 피트 높이의 점프 등을 갖춘 와일드플레이 

공원(WildPlay Park)을 개장해 즐겁고 흥겨운 요소를 늘리는 것보다 90주년을 

기념하기에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노력과 뉴욕주의 대규모 투자 

덕분에, 존스 해변(Jones Beach)은 단순한 가족 여행지가 아니라, 이제 가족이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David G. McDonough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rew Cuomo 

주지사와 그가 하원 14번 지역구(14th Assembly District)에 위치한 존스 해변(Jones 

Beach)의 90번째 여름 기념 시작을 발표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영광입니다. 

존스 해변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의 와일드플레이(WildPlay) 놀이공원은 

뉴욕주 공원부(NYS Parks Department)의 빛나는 보석 같은 공원에 더할 나위 없는 추가 

시설입니다. 또한 새로운 메도우브룩 파크웨이 게이트웨이(Meadowbrook Parkway 

Gateway)의 완공은 존스 해변(Jones Beach) 재생 프로젝트의 커다란 부분이며, 존스 

해변(Jones Beach)에서 즐길 수 있는 경험을 큰 폭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서퍽 카운티의 Steve Bellone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Robert 

Moses의 시대 이후로 롱아일랜드 해변에 대한 이 정도 수준의 흥미와 투자, 관심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자원을 투자해 우리의 교량과 공항을 

재건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주립공원이 뉴욕 주민이 여름 시즌 동안 즐길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와일드플레이(WildPlay)를 

건설하고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해변 개장 90주년을 기념해주신 주지사와 주지사의 

팀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나소 카운티 공원 및 공공업무(Parks & Public Works) 부문의 카운티 부행정책임자인 

Brian Schnei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존스 해변(Jones Beach)의 90주년(90th 

Anniversary) 여름을 기념하는 가운데, 거주민과 방문객 모두는 짚라인, 공중 장애물, 

새로운 농구코트, 새로운 공유 도로, 연례 불꽃놀이 등 매우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에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존스 해변(Jones Beach)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공공 자산 중의 하나가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계속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 것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와일드플레이 엘리먼트 파크(WildPlay Element Parks)의 Tom Benson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존스 해변(Jones Beach)에서 짚라인과 어드벤처 공원을 

개장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러한 어드벤처 시설들은 최신 디자인을 갖추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장소를 재생하였습니다.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은 환상적인 파트너였습니다. 우리는 존스 해변(Jones Beach) 재생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의 고객들들이 이 독특하고 

매력적인 어드벤처 시설을 아름다운 공간에서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스커버 롱아일랜드(Discover Long Island)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Kirsten 

Jarnag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해변(Jones Beach)은 매년 관광 사업으로 59억의 

수익을 올리는 롱아일랜드의 보물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의 수많은 주립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방문객과 거주민 모두 향후에도 아름다운 랜드마크를 

즐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가 시작한 유서 깊은 존스 해변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의 재활성화를 계속 추진합니다 올해 늦은 여름 새로운 농구 코트가 공원의 

이스트 게임 구역(East Games Area)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13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따라, 완벽한 시설을 갖춘 농구 코트 한 개와 하프 코트 다섯 개가 

설치되었으며, 새로운 조명과 울타리, 벤치, 식수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초, 존스 해변 

공용로(Jones Beach Shared Use Path)가 개장해, 도보 이용자, 스케이트 이용자, 자전거 

이용자 및 달리기 하는 사람이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며 이용할 

수 있는 4.5 마일 길이의 레저 트레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올해 추가적 개선 공사가 시작되어 2020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20만 달러를 투자한 웨스트 게임 구역(West Games Area) 리노베이션에 

따라, 새로운 미니 골프 코스, 새로운 벤치, 탁자, 울타리, 조명, 추가 개선을 

비롯해 피클볼과 셔플보드 등 코트 게임 시설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 웨스트 배스하우스(West Bathhouse), 센트럴 몰(Central Mall), 이스트 

게임스(East Games)의 조경과 원예 개선에 240만 달러를 투자해, 

잔디밭과 화단을 다시 조성하고, 새로운 관목과 장식용 잔디, 계절 식물을 

심으며, 새로운 관계 및 전기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 센트럴 몰(Central Mall) 리노베이션에 120만 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커브와 

블루스톤, 콘크리트벽, 접근 램프 재공사, 유틸리티 신규 설치 및 

업그레이드를 실시합니다.  

• 2,500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 및 네이처 센터(Energy and Nature Center)가 

2020년 존스 해변(Jones Beach)에서 개장하며, 방문객들에게 환경을 잘 

돌보고 현명하게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터랙티브 시설이 포함됩니다.  

  

2011년부터 주립공원은 여러 해에 걸친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존스 비치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의 유서 깊은 웅장함을 복원하고 새로운 방문객을 

유치하며,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조성하기위한 프로젝트에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 왔습니다. 완공된 프로젝트에는 웨스트 배스하우스 복합 단지(West Bathhous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early-completion-shared-use-leisure-path-jones-beach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early-completion-shared-use-leisure-path-jones-beach


Complex) 및 필드 6 배스하우스(Field 6)의 복구 공사, 유서 깊은 센트럴 몰(Central Mall) 

모자이크 복원 공사, 웨스트 게임스 구역(West Games Area) 및 잭스 베이(Zach's Bay)의 

새로운 유원지, 새로운 게이트웨이 표지판, 및 새로운 보드워크 카페(Boardwalk Café) 

레스토랑의 완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 개선 작업은 주립공원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Cuomo 주지사의 뉴욕 파크 2020(NY Parks 2020) 공약을 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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