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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베로나 비치 주립공원(VERONA BEACH STATE PARK)의 새로운
스플래시 패드에 대해 발표

오네이다 카운티의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공원 시설들 중 가장 최근에 개장된 스플래시
패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네이다 카운티의 베로나 비치 주립공원(Verona
Beach State Park)에서 18 만 달러의 규모의 새로운 스플래시 패드를 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물놀이 시설은 새로운 탈의시설, 벽이 갖추어진 파빌리온, 3 곳의
피크닉 대피소, 주차장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하여 이 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시공되었습니다. 주지사의 뉴욕 파크 2020
프로그램(Governor’s NY Parks 2020 program)이 이러한 개보수 공사들을 지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호크 밸리는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지역입니다. 베로나 비치(Verona Beach)에 대한 이 최근의 투자를 통해 공원을
방문한 가족들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 파크
2020(NY Parks 2020)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가오는 관광철을 대비해 우리는 이 지역을 최고의 관광지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2,000 평방 피트 규모의 이 새로운 스플래시 패드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
•
•
•
•

17 개의 지하 분수 스프레이,
6 개의 지상 분수 스프레이,
자연 식물과 비치 테마,
기타 스프레이 존을 제어하는 3 액티베이터,
스프레이 기능을 일률적으로 제어하는 컴퓨터 제어기.

선보이는 장치들 중 일부를 통해 아이들은 회전하거나 흔들어 대면서 스플래시 패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는 스프레이를 더 높이 쏘아 올리기 위해 다른 스플래시 패드에 대한
앞력을 높이도록 손과 발을 분수 위에 올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스플래시 패드는 자녀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는
오논다가 카운티 지자체 수자원청(Onondaga County Water Authority)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스플래시 패드는 날씨가 허락할 경우 일주일 내내 오전 9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개장할 예정입니다.
주립 공원(State Parks) 지사의 직원들이 설계하고 설치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베로나
비치(Verona Beach)의 새로운 다른 개보수 공사의 설계와 현대화를 보완합니다. 올해
초에 완공된 새로운 탈의시설, 벽이 갖추어진 파빌리온, 3 곳의 피크닉 대피소, 주차장
업그레이드 등의 공사에 총 430 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스플래시
패드는 베로나 비치 주립공원(Verona Beach State Park)의 다시 활기 넘치는 해변가를
방문하는 동안 더위를 피하기 위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옵션입니다. 아이들은 스플래시 패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
곳을 통해 건강하고 활발한 놀이에 참여하도록 격려받고 공원과 야외 활동을 평생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네이다 카운티의 Anthony J. Picente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로나 비치 주립공원(Verona Beach State Park)의 새로운 스플래시 패드는 이미
오네이다 카운티의 인기있는 오락시설 목록에 추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카운티 주민과
여행객들이 오네이다 레이크(Oneida Lake)에서 수영, 피크닉 캠핑을 하기 위해 공원을
방문하는 것을 즐기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설을 통해 공원은 보다 매력이 넘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설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지원금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베로나 비치(Verona Beach)에 대한 개보수 공사는 2011 년부터 2020 년까지 주립
공원을 위해 민간 및 공공 기금 9 억 달러를 활용하려는 주지사의 뉴욕 파크 2020
프로그램(Governor’s NY Parks 2020 program)의 일환입니다. 2017-18 년 주 예산(State
Budget)에서는 이 계획에 1 억 2,000 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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