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M. CUOMO 주지사

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2일

CUOMO 주지사, 존스 비치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에서 이번 주말
90주년 기념 파티 개최 발표
2019년 8월 4일 일요일, 현재 10달러인 주차 요금을 1929년 주말 수준 요금인 50 센트로

인하
주립공원에서는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개선 사항을 선보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생일 케이크와 컵케이크, 다양한 공연, 역사
기념행사를 동원해 존스 비치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의 90주년을 축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8월 4일 일요일, Franklin D. Roosevelt 주지사의
공식적인 공원 헌정 90주년을 맞아, 주차 요금을 현행 1대당 10 달러에서 50 센트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비치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은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꾼 공공 기념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
주민과 관광객 모두 이번 주말로 예정된 재미 있는 활동과 행사에 참여하여 함께 탄생을
축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립공원은 뉴욕을 체험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모든 지역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존스 비치(Jones Beach)의 90번째 여름 시즌을 기념하면서,
뉴욕주의 주립공원 중에서도 특히 빛나는 장소인 이곳에서 더욱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한 수많은 개선 사항을 선보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원
시스템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 탄생 90주년에도 여전히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개장한 1929년의 바로 그 주말부터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이 해안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원 재개발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노력 덕분에,
향후 수십 년간 또 다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John Brook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비치(Jones Beach)는 언제나
롱아일랜드의 보석 같은 장소였습니다. 수십 년간 다양한 곳으로부터 사람들이 방문해
바다를 즐기고 몇 마일에 이르는 브로드워크에 참가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말, 가족을
위한 최고의 재미와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이곳의 90주년을 기념할 뿐 아니라,
이곳의 향후 90년을 더욱 희망적으로 만들어준 중대한 개선을 기념합니다."
David G. McDonough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Erik Kulleseid
커미셔너와 함께 존스 비치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 탄생 90주년을 기념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 공원은 원래 뉴욕주 주민들에게 더욱 큰 즐거움을 주기 위해
Robert Moses가 설계한 곳입니다. 존스 비치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은
뉴욕주 주립공원 시스템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저는 100주년을 기념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의 Laura Curra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이렇게 훌륭한 공원이 나소 카운티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징적인 해변을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줄 미래의 개선을 기대합니다."
대서양을 따라 6 마일 이상 백사장이 펼쳐진, 2,413 에이커 규모의 사주섬에서 열릴 주말
기념식을 위해 수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Robert Moses가 설계한 이 공원은
2005년 국가 유적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재되었고 매년 6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합니다.
행사 중에는 커즌스 메인 랍스터 올 스타 스페셜리티(Cousin's Maine Lobster All Star
Specialties), 나폴리탄 피자 익스프레스(Neapolitan Pizza Express), 심플리 그릭(Simply
Greek), 벨스 비비큐(Bells BBQ) 등이 참여하는 푸드 트럭 빌리지가 있으며, 양일간
정오부터 밤 8시까지 웨스트 배스하우스(West Bathhouse)에서 열립니다.
양일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웨스트 배스하우스 그래스 패널(West Bathhouse Grass
Panel)에서 어린이용 고무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대 의상을 입은 배우들이
보드워크에서 돌아다닙니다. 웨스트 배스하우스(West Bathhouse)에서 잔디 게임이
열리고, 과거 존스 비치(Jones Beach) 공원 직원 유니폼 그림 판넬이 설치된 셀카
스테이션도 마련됩니다.
또한 오후 6시부터 6시 45분까지 웨스트 배스하우스(West Bathhouse)에서 마술쇼,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거리 저글러 공연을 비롯해, 웨스트 그래스 패널(West Grass
Panel)의 쇼모바일(Showmobile)에서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2차 대전 스타일
노래팀인 아메리칸 밤쉘스(American Bombshells)의 공연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4일에는 정상 주차요금인 10 달러를 존스 비치(Jones Beach) 개장연도의 주말
요금을 반영해 50 센트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당일 무게가 400 파운드에 달하는 생일
케이크를 커팅하고, 조각 케이크를 오전 11시부터 센트럴 몰(Central Mall)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그 후, 공원 곳곳에서 9,990개의 컵케이크를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파티를 마무리 하며, 공원의 역사 이야기를 요약한 패널를 보드워크 카페(Boardwalk
Café) 앞에 위치한 센트럴 몰(Central Mall) 안의 보드워크 레일에서 공개할 것입니다.
2011년부터 주립공원은 주지사의 뉴욕 공원 2020 계획(NY Parks 2020 Plan)에 따른
여러 해에 걸친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존스 비치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의
유서 깊은 웅장함을 복원하고, 대형 태풍 샌디(Superstorm Sandy)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며, 새로운 방문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조성하기위한
프로젝트에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 왔습니다.
완공된 프로젝트에는 웨스트 배스하우스 복합 단지(West Bath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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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보드워크 카페(Boardwalk Café) 레스토랑의
완공, 짚라인이 설치된 새로운 와일드플레이 어드벤처(WildPlay Adventure) 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 존츠 비치 공용로(Jones Beach Shared Use Path)를
개장하여,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바다 전망을 즐기며 걷거나 스케이드틑 타거나
달리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4.5 마일 규모의 레저 트레일이 생겼습니다.
존스 비치(Jones Beach)에는 더욱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새로운
농구 코트가 이스트 게임 구역(East Games Area)에서 개장합니다. 13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따라, 풀코트 하나와 다섯 개의 하프코트를 비롯해 새로운 조명, 울타리,
벤치, 식수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존스 비치(Jones Beach)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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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및 업그레이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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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립 공원(State Parks)은 지난해 기록적으로 7,400만 명이 방문한 250개 이상의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골프 코스, 보트장을 감독합니다.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장소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518-474-0456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www.parks.ny.gov를 방문하십시오. 또는 페이스북(Facebook)에서 저희와 연결을
하시거나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트위터(Twitter)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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