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20년 7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에 위치한 유서 깊은 루즈벨트 2세 목욕탕의
재개장 발표
1980년대부터 닫혀있었던 루즈벨트 2 목욕탕의 로비가 현재 개관한 상태이며 향후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시설을 완전 재개 예정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 오늘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Saratoga Spa State Park)에
위치한 유서 깊은 루즈벨트 2세 목욕탕(Roosevelt II Bathhouse)의 재개장을
발표했습니다. 목욕탕은 뉴욕주 주지사 및 대통령을 역임한 Franklin D. Roosevelt가
1935년 처음 만들었으며 조지아 리바이벌 스타일의 상징적인 건물로 1980년대
사용하지 않게 된 이후 폐쇄되었습니다. 목욕탕의 재개장은 루즈벨트 목욕탕의
웅장함을 복원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230만 달러 규모의 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즈벨트 2 목욕탕은 뉴욕 역사의 살아있는
유산으로, 모든 일반 주민에게 천연의 럭셔리한 경험을 선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방문객들은 다시 한번 사라토가의 천연 온천에서
평화와 아름다움을 찾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의 공원은 국가적
보물입니다. 우리는 유지뿐 아니라 이전 보다 더욱 나은 필수 여행지로 만들기 위해 주
전역에서 우리의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뉴욕 공원 2020(NY Parks 2020) 이니셔티브에 따라 목욕탕의 유서 깊은 로비가
복원되었고 화장실을 새로 설치했으며 난방, 환기 및 배관 시스템을 새로 추가했고
유독성 석면을 제거했으며 설치 예정인 예술 및 웰빙 센터를 위한 프로그래밍 공간이
추가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비영리 단체 코에사(COESA)의 18,000 평방피트 규모 시설의 일부
사용이 포함됩니다. 코레사는 2,700 평방피트를 사용하여 개인 웰빙, 리더십, 명상, 전문
웰빙 훈련, 워라벨 관련 휴식 경험 및 수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
목적의 주정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장할 것입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욕탕은 원래 목적을
회복하여 방문객들께 즐거움, 웰빙 및 휴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시설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새로운 카페는 사라토가 카운티 기반의 와이어드 커피(Wired Coffee)가 운영합니다.
와이어드 커비는 현재 몰타 및 올버니 시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코에사의 Wendy Page 상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적인 웰니스 및 리더십
센터로서 코에사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때 개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지역, 전국, 국제적 행동가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전례 없는
시기에 우리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동영상 시리즈인 라이징 투게더(Rising
Together)를 신속하게 제작했습니다. 코에사는 공식 개장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동영상 시리즈의 동력을 지속하며 사라토가 공연 예술 센터(Saratoga
Performing Arts Center, SPAC)와 협력하여 온라인으로 야외 수업 진행에 집중할
것입니다."
코에사 시설은 루즈벨트 배스 앤 스파(Roosevelt Baths and Spa) 맞은편에 있으며,
루즈벨트 캠퍼스(Roosevelt Campus)의 일부로서 공원 관리 사무실과 스파 리틀
극장(Spa Little Theater), 서로 마주하고 있는 미네랄수 공중 목욕탕 2개곳, 웅장한 홀
오브 스프링스(Hall of Springs)가 있습니다.
치료용 미네랄 목욕을 좋아했던 Roosevelt 대통령에게 목욕탕을 헌정한 후, 이
시설에서는 1943년 초까지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었고, 이후 장애를 입은 퇴역 군인을
위한 군인 병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올버니에 재향군인 행정(Veterans
Administration)이 건설된 후, 주립공원(State Parks)은 1980년대 후반 건물이 폐쇄될
때까지 이 시설을 사무실 공간, 복원 상점 및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복원된 목욕탕 시설의 12,000 피트 규모가 향후 재개발 예정입니다. 2019년 사라토가
공연 예술 센터는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로부터 2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아 해당 공간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복원은 SPAC에서 950만 달러 규모의 방문객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발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 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의 175만 달러 자금에 의해 가능하게
된 2019년 원형극장 경사로의 복원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커미셔너 대행, 사장 겸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의 환경과 어우러진 이 건물의 구조와 독특한 역사는 이곳을 복원 및
새로운 사용 용도에 딱맞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완전히 개장한
후에는 다시 한번 방문자를 위한 휴식과 탐색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Daphne Jord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루즈벨트 목욕탕 2의 개장은
사라토가 및 뉴욕주에 있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신중한 계획의 성공적
시행, 지역사회 협력, 지속적인 주정부 재정 투자가 우리의 주립공원 시스템에서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이 진정한 보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코에사와 프로젝트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한 건강, 웰빙 및
휴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시설에는 유서
깊은 역사에 숨어 있으며, 역사적인 로비의 복원, 새로운 화장실 설치, 새로운 난방,
배관, 환기 기능 추가 등 많은 시설 향상으로 놀라운 과거를 보존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즐거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라토가 지역사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이 프로젝트
실현에 수고해주신 Kulleseid 커미셔너 및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Carrie Woern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 보존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루즈벨트 목욕탕 2의 복원을 목격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주지사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코에사의 스파 주립공원(Spa State Park) 입성을
환영합니다. 이들이 방문객과 주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건강 및 웰빙 프로그램은 공원과
루즈벨트 캠퍼스(Roosevelt Campus)에 훌륭한 추가 요소가 될 것입니다."
Meg Kelly 사라토가 스프링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즈벨트 목욕탕 2의 완성은
사라토가 스프링스에서 일어나는 발전의 또 다른 단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과거 또는
유산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설 및 복원을 계속하는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훌륭한 스파 주립공원을
더욱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참여자인 코에사, 기존의 참여자 모두와의 협력을
기대하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최고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사라토가 공연 예술 센터의 Elizabeth Sobol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PAC은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인 건축 유산으로 둘러싸인 스파 주립공원의 위치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루즈벨트 2의 새로운 출발은 제가 여기 SPAC에 임기를 시작한
이래로 이곳에서 경험한 가장 흥미로운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원 협력자인
코에사를 부지에 유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코에사가 공원에 가져올 새롭고
훌륭한 건강 및 웰니스 프로그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소개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2019년에 7,7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한
250개가 넘는 개인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립 공원 및 방문객들은 생산 및 판매액으로 50억 달러,
민간 부문 일자리 54,000개, 28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뉴욕주 총생산(GDP)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레크리에이션 활동 장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518-474-045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parks.ny.gov를 방문하시고 또는
페이스북(Facebook)에 접속하거나 혹은 트위터(Twitter)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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