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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LLEGANY 주립공원의주립공원의주립공원의주립공원의 새새새새 4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해변해변해변해변 탈의장탈의장탈의장탈의장 발표발표발표발표 

 

첨단첨단첨단첨단 시설은시설은시설은시설은 근근근근 50년래년래년래년래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Quaker Lake 비치의비치의비치의비치의 대개선입니다대개선입니다대개선입니다대개선입니다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특징은특징은특징은특징은 "Great Room", 새새새새 놀이터놀이터놀이터놀이터 및및및및 개선된개선된개선된개선된 식품식품식품식품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공간입니다공간입니다공간입니다공간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Allegany주립공원 Quaker 운영 지역의 Quaker Lake 

비치에서 새로운 400만 달러 규모의 탈의장이 오픈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 

탈의장은 근 50년래 최초의 인기 해변의 대개선으로서, 신규 및 개선된 식품 서비스, 

놀이터 및 공공 집합 장소를 갖추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지사의 NY Parks 

2020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연방 토지 수계 보전 기금의 175만 달러로 충당되었습니다.  

 

“우리 주립공원의 자연미는 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립공원 투자는 더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더 많은 관광 달러가 지역 경제에 투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Allegany 주립공원 프로젝트는 Quaker Lake 비치를 더 좋은 

관광지 및 공원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 것입니다. 본인은 누구나 이 공원에 오셔서 그 

광대하고 인상적인 광야를 몸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세대 동안 Quaker Lake 비치는 가족들에게 훌륭한 여름 추억을 제공하였는데, 이 

새 탈의장과 기타 개선으로 그 전통이 지속됩니다”라고 Kathy Hochul 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공원 시스템과 이 소중한 자원의 보전과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주지사를 갖고 있어서 행운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의 관광 

산업과 경제에 필수적이며 뉴욕주가 갖고 있는 놀라운 자연미의 관문입니다." 

 

현대식 10,000 평방피트의 에너지 효율적 시설은 해설 및 자연 강의를 위해 그리고 친구 

그룹 미팅, 훈련 프로그램 및 약 100명을 위한 사적 모임을 위해 사용될 3시즌 다용도 

'Great Room'을 포함합니다. 프로젝트의 기타 특징:  

 

• 새 인명 구조원/응급 치료소; 
 

• 개선된 스낵바/케이터링 키친과 추가 옥외 좌석; 
 

•현대식 화장실 설비, 남자 단체 욕실, 여자 단체 욕실, 가족 화장실 2개 및 새 옥외 

샤워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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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자연 주제 놀이터; 
 

• 업데이트된 주차장, 새 조명, 연석 및 보도 포함.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Rose Harve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수영은 Allegany 

주립공원의 인기 여름 활동 중 하나이며, Quaker Lake는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이 

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새 탈의장을 위한 예산을 제공하신 

Cuomo 지사께 감사드리며, 이것은 일반인에게 앞으로 오랫 동안 호수와 경치를 즐길 

놀라운 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65,000 에이커가 넘는 Allegany 주립공원은 뉴욕주 최대의 주립공원 중 하나로서 수영, 

연중 캠핑, 낚시, 하이킹, 바이킹, 스노모빌,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으로 매년 150만 명의 

방문객을 끕니다.  

 

이 공원의 재단장은 주립공원 시스템을 재활성화하고 야외 레크레이션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Cuomo 주지사의 공약을 반영합니다. 주지사의 NY Parks 2020 프로그램 은 

2011년부터 2020까지 주립공원에 대한 민간 및 공공 자금 9억 달러를 활용하는 다개년 

약속입니다. 주지사의 2016-17 집행 예산은 이 이니셔티브에 9000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년에 주지사는 4학년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 일일 사용 공원 

입장권을 제공하고, 서비스가 부족한 학교의 학생들이 주립공원과 사적지를 방문하도록 

돕기 위한 새 교통 보조금 프로그램을 창설하는 Connect Kids to Parks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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