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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레이크 온타리오에 위치한 사우스윅 비치 및 웨스트콧 비치 

주립공원의 개선 공사 완공 발표  

  

사우스윅 비치의 개선 공사에는 새로운 목욕탕과 컨세션, 폭풍 회복력 강화를 위한 모래 

언덕, 환경에 민감한 주차장 등 포함  

  

웨스트콧 비치의 개선 공사에는 시설이 완비된 주방과 욕실을 갖춘 8개의 신규 코티지 

건설이 포함  

  

사진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동쪽 해안에 위치한 

사우스윅 비치 주립공원(Southwick Beach State Park) 및 웨스트콧 비치 

주립공원(Westcott Beach State Park) 개선 프로젝트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인기있는 해변가 공원에서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최초의 대규모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사우스윅 비치는 새로운 배스하우스와 매점 건물뿐만 아니라 모래 

언덕을 복원하고 수질 보호 및 회복경 강화를 위해 새로운 "친환경" 주차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웨스트콧 비치에서는 모든 시설이 완비된 주방과 완비된 욕실을 갖춘 8개의 

새로운 코티지를 건설했으며, 이 코티지는 호수의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절벽 

위에 지어졌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린 공간은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뉴욕주의 건강과 웰빙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우리는 방문객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 안전 지침을 시행하는 가운데, 세계적 수준의 주립공원을 유지 및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의 지역사회는 여전히 

작년의 기록적인 홍수에서 회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 공사는 지역 관광 산업에 

필요한 원동력을 제공하면서 방문자를 늘리고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퍼슨 카운티에 위치한 사우스윅 비치 주립공원은 112곳의 캠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우전드 아일랜드 지역에서 가장 바쁜 주립공원으로 지난 10년간 11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했습니다. 최근에 완공한 개선 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66ea367-ba4baf04-e66c5a52-0cc47aa88e08-76f9344043d1695f&q=1&e=e6a5154e-fc0d-400b-93d9-86e0265e78ad&u=https%3A%2F%2Fflic.kr%2Fs%2FaHsmPzvWC3


 

 

• 새로운 매점 주방 및 캠프 매장,  

• 야외 취사장, 파티오 구역, 산책로, 3 곳의 렌탈 파빌리온이 갖추어진 

관광객을 위한 모임 장소,  

• 새로운 샤워 시설, 탈의 공간, 미국 장애인법(ADA)을 준수하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공간,  

• 관광객용 세탁실,  

• 게임 아케이드,  

• 캠프장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입구 도로 및 보도와 자전거 도로,  

• 인명 구조원 및 응급 처치실.  

  

이 프로젝트에는 또한 공원의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주차장은 적절한 빗물 유출 시스템, 생물이 자라는 연못, 표준 

아스팔트 복합 포장, 투수성 포장, 강화된 잔디 포장 기계 주차장, 빗물 유출수의 오염 

물질을 여과하여 레이크 온타리오의 수질을 보호하기위한 오버플로우 잔디 주차장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원 및 개선을 마친 모래 언덕은 높은 수위에서 침식이 줄어들 뿐 

아니라, 야생 해안 서식지를 강화합니다. 모래 언덕에는 새로운 목재 산책로와 나무 

그늘이 있는 일상 공간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운영 기금은 주지사의 뉴욕 

공원 2020(NY Parks 2020) 프로그램 및 환경시설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EFC)의 보조금 10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제퍼슨 카운티의 헨더슨 베이(Henderson Bay)에 위치한 웨스트콧 비치에는 모래 해변, 

야영장 168곳, 선착장과 3마일 이상의 하이킹 코스가 있습니다. 공원의 새로운 코티지 

지구는 매년 5월 하순부터 콜럼버스 데이(Columbus Day)까지 운영됩니다. 각 코티지 

1층에는 퀸 사이즈 침대가 있는 마스터 침실, 트윈 침대 2개가 있는 추가 침실이 있으며 

다락에는 트윈 침대 3개가 있습니다. 거실 공간에는 봄과 가을에 난방을 할 수 있는 

프로판 벽난로와 소파, 의자가 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의 전망을 호수를 바라보는 

거대 유리창을 통해 부엌/거실, 다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부 편의시설로는 애디론댁 

의자 4개가 놓인 파티오, 사용 가능한 피크닉 테이블, 화재링, 요리용 그릴 등이 

있습니다. 394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뉴욕 공원 2020(NY Parks 2020) 자본 

이니셔티브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코티지 예약은 8월 1일부터 리저브 아메리카(Reserve America)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 https://www.reserveamerica.com/또는 (800) 456-2267번로 전화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8월 7일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Erik Kulleseid 뉴욕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공원 

시설을 보호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공약 덕분에 사우스윅 비치와 웨스트콧 비치는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자신만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세대의 해변 이용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뉴욕 주민들이 얼마나 피난처와 

휴식의 장소로 공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해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Smxd-y4T08YGZr_52g0WQPYbfx67vS42aXbfyFdKNPFyWl1QUy7YCAFodHRwczovL3d3dy5yZXNlcnZlYW1lcmljYS5jb20v


 

 

뉴욕주 환경시설공사의 Maureen Coleman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FC는 레이크 온타리오를 따라 위치한 이 중요한 해변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친환경 

조치를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의 귀중한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강화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가족과 개인에게 여름은 뉴욕 

주립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기를 뜻합니다. 웨스트콧 비치와 사우스윅 비치 

주립공원에서 실시한 대규모 개선 공사는 방문객을 위해 공원 이용 경험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공사의 일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나가서 수년 동안 우리 지역의 천연 자원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Will Barcla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스윅 비치 주립공원과 

웨스트콧 비치 주립공원의 새로운 개선은 방문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910만 달러를 투자하여 공원의 편의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레이크 온타리오의 아름다움을 즐기려는 더 많은 방문객과 야외활동 

애호가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프로젝트를 실시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으며, 

새로운 개선 공사를 실현해주신 모든 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Scott Gray 제퍼슨 카운티 의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산업은 제퍼슨 카운티 

경제 활력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호수 및 강을 따라 위치한 아름다운 뉴욕 주립공원은 

노스 카운티의 풍요로운 분위기를 더욱 짙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공원을 

보수유지하고 개선하여 제퍼슨 카운티의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해 공원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해주신 Cuomo 주지사와 Erik Kulliseid 뉴욕 주립공원 

커미셔너에게 감사드립니다."  

  

1000 개의 섬 국제 관광업 위원회(1000 Islands International Tourism Council)의 

Corey Fram 관광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사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가 이 웅장한 레이크 온타리오 캠프장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조치를 통합함으로써 열린 공간의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뉴욕 공원 2020(NY Parks 2020) 프로그램으로 2020년까지 주립공원을 재정 

지원하기 위해 민관 기금 10억 달러를 여러 해에 걸쳐 공약에 따라 활용하게 됩니다. 

이밖에 공원에 자녀 데려가기(Connect Kids to Parks) 프로그램으로 4학년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일일 무료 공원 입장권을 제공하고,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학교의 학생들이 

주립공원과 사적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통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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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