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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의 피어레스 수영장 탈의실 290 만 달러 규모의
새 공사 시작을 발표

현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구조물로 60 년대에 만들어진 기존의 오래된 시설 대체
프로젝트는 수영장 시설을 개선하여 젊은 가족들 이용에 편리하게 하고 더 많은 친환경
공간 창출
빅토리아 수영장의 입장료를 낮추며 여름 수영 시즌 연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Saratoga Spa State Park)에
있는 오래된 피어레스 수영장 탈의실(Peerless Pool Bathhouse) 복합 건물을 교체하는
290 만 달러 규모의 새 공사가 이번 달에 시작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영장
복합시설의 상태가 안 좋고 방문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8 월 14 일부터
복구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는 2018 년 여름의 수영 시즌에 맞춰 완성될
예정으로 수영장 복합시설 부근에 더 많은 친환경 공간을 만들어 수영장 방문객들에게
업데이트되고 개선된 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피어레스 수영장 공사는 주립공원
시스템의 활력을 되찾게 하려는 Cuomo 주지사의 NY Parks 2020 기획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수영장 탈의실은 주도
지역에서 최고의 명소로서 여름 방문객과 이 지역의 성장하는 관광산업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하여 현대화 시설로 교체될 것입니다. 뉴욕은 계속하여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에 최고의 여름 레크리에이션 장소를 제공할 것이며 더 많은 야외 활동 공간과
모든 나잇대의 수영 열혈팬들에게 개선된 시설을 제공하는 새로운 피어레스 수영장은
다음 세대들에게 보물로 남겨질 것입니다.”
1962 년에 지어진 현재의 탈의시설은 지나치게 크고 상태가 안 좋아 특히 어린아이들이
찾기에 어렵습니다. 공사는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하여 수영장 부근에 더 많은 친환경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1/3 로 줄인 새로운 시설로 탈의실을 교체할 것입니다. 이로하여

방문객들이 탈의실을 쉽게 찾고 확장된 탈의 공간과 가족 목욕실을 포함한 목욕실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기타 기능:
•
•
•
•

새로운 벤치, 자전거 거치대, 조명 및 조경을 갖춘 새로운 입구 플라자와
안뜰 마당.
대형 케너피와 나무로 덮인 쉼터 대여가 가능.
사무실에서 수영장 구역까지의 안전요원 시야 개선.
장애인의 탈의실 접근이 쉽도록 개선.

주립공원 커미셔너 Rose Harve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의
피어레스 수영장은 수십 년간 수없이 많은 가족이 더위를 식히고 즐기러
찾아왔었습니다. 지금은 이 대중 시설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멋진
주립공원 시스템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또 하나의 큰 진전으로서 커뮤니티 활력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과 경제에도 중요합니다. 저는 다년간 대중들의 수영장 이용을 개선하게
될 탈의시설의 현대화 공사에 자원을 제공하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피어레스 수영장 복합시설은 주 올림픽 사이즈의 수영장, 워터슬라이드 수영장 및
어린이 수영장과 식수대로 되어있으며 연평균 30,000 여 명의 방문객이 찾습니다.
2018 년 여름까지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하여 피어레스 수영장은 공사가 시작하는 8 월
14 일에 폐쇄합니다.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의 빅토리아 수영장(Victoria Pool)은
노동절을 지나 9 월 17 일까지 연장하여 금, 토, 일에도 개장합니다. 빅토리아 수영장의
입장료는 8 월 14 일부터 시즌 종료까지 성인 2 달러와 아동 및 노인 1 달러로 낮출
예정입니다. 이밖에, 노던 사라토가 카운티(Northern Saratoga County)의 모로 레이크
주립공원(Moreau Lake State Park)은 노동절까지 개방합니다.
공원 개선 작업은 주립 공원 시스템 활성화와 야외 휴양 활동 기회를 늘리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주지사의 NY Parks 2020 프로그램은 2011 년부터
2020 까지 주립공원에 대한 민간 및 공공 자금 9 억 달러를 활용하기로 하는 다년간의
약속입니다. 2016-17 년 주 예산(State Budget)에서는 이 계획에 대해 1 억 2 천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 Kathy Marchione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은
우리 멋진 주립공원 시스템에서 인정받는 보물입니다. 오늘의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
피어레스 복합시설 수영장에 대한 290 만 달러 규모의 복구 발표는 우리 주가 주도 지역
가족, 어린이 및 모든 뉴욕시민이 즐기는 이 보물이 계속하여 빛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투자를 대표합니다. 수영장이 일찍 문을 닫아서 좌절하며 계속 개장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을 때 커미셔너 Harvey 가 저와 함께 엄청 빡빡한 공원 사무실 일정으로 다음
시즌을 위한 필요한 개선 작업이 제대로, 제시간에 마칠 수 있게 확보하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대형 개선 공사는 피어레스 수영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저는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지원과 개선 공사를 환영합니다.”
Carrie Woerner 여성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공원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지지하며 사라토가와 워싱턴(Washington) 카운티의
가족들에게 혜택을 안깁니다. 저는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과 사라토가 커뮤니티에
기여한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에 감사드립니다.”
사라토가 스프링즈시 시장 Joanne Yepse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와 주정부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철로, 야외 레크리에이션 오락시설, 공터 보존 및 유적
보전과 같은 주요 목표를 달성하고 주민과 방문객들이 즐기는 독특하고 바람직한 고품질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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