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전 지역의 주립 공원 놀이터 14 개를 개선하기 위해 250만 달러 

지원 발표  

  

2020년까지 놀이터 100개를 추가로 짓거나 개선할 주립 공원(State Parks)의 노력에 

기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주 전역에 있는 14개 주립공원의 14개 

놀이터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25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2020년까지 주립 공원 놀이터 100곳을 현대화하겠다는 주지사 목표의 

일환입니다. 공원 개선 방안은 4학년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일일 무료 공원 입장권을 

제공하고 취학 아동들의 주립 공원 방문을 돕기 위한 새로운 개선 보조금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더 많은 청소년을 야외로 이끌려는 뉴욕주의 커넥트 키즈 투 파크(Connect 

Kids to Parks)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 좋은 놀이터는 가족들이 가고 싶게 만들며 

아이들을 공원으로 이끌고 뉴욕의 청소년이 삶 전반에서 건강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도록 영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개선 프로젝트는 이용하기 쉽고 안전하며 재미있는 

주립 공원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한 뉴욕의 노력에 기반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거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를 체험하고 멋진 야외 활동을 발견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주립 공원(State Parks)에서는 공원에 있는 구식 놀이터들을 현대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시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용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장소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놀이터 개조는 가로수와 덩굴, 벤치, 분수, 공원의 다른 구역으로 연결되는 

트레일/보도 등을 포함한 개조공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주립공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주도 지구  

• 코페이크 폴스(Copake Falls)의 타코닉 주립 공원(Taconic State Par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onnect-kids-parks-initiative-inspire-new-generation-environmental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onnect-kids-parks-initiative-inspire-new-generation-environmental


 

 

  

센트럴 뉴욕  

• 페어 헤이븐 주립 공원(Fair Haven State Park)의 놀이터 두 곳  

  

롱아일랜드  

• 와일드우드 주립공원(Wildwood State Park)  

  

핑거 레이크스  

• 레이크사이드 주립 공원(Lakeside State Park)  

• 세네카 레이크 주립 공원(Seneca Lake State Park)  

  

웨스턴 뉴욕  

• Beaver Island 주립공원  

• Evangola 주립공원  

• Wilson-Tuscarora 주립 공원  

  

미드 허드슨 밸리  

• Mills-Norrie 주립공원  

  

노스 컨트리  

• 히글리 플로우 주립공원(Higley Flow State Park)  

• 키웨이딘 주립공원(Keewaydin State Park)  

• 사우스윅 비치 주립 공원(Southwick Beach State Park)  

  

서던 티어  

• 터재넉 폴스 주립공원(Taughannock Falls State Park)  

  

주립 공원(State Parks)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이터는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놀이를 즐기도록 장려하며 공원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평생 간직하도록 도와줍니다. 뉴욕 가족들에게 필요한 안전하고 현대적인 공원 

시설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놀이터 공사는 Cuomo 주지사의 NY Parks 2020 주립공원 활성화 계획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며, 이 계획에는 2020년까지 100개의 놀이터를 추가하거나 개선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 파크스 2020(NY Parks 2020) 프로젝트는 민간 기금 및 공공 

https://parks.ny.gov/publications/documents/NYParks2020UpdateReport.pdf


 

 

기금을 통해 조성한 9억 달러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주립공원(State Parks)에 

투자하고 있는 다년간에 걸친 공약입니다. 2018-19년 주 예산(State Budget)에서는 이 

계획에 9,000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연간 7,1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하는 250개가 넘는 개별 공원, 

유적지, 골프 코스,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해당 

레크리에이션 장소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parks.ny.gov를 방문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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