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조지 워싱턴 브리지 버스 스테이션(GEORGE WASHINGTON BRIDGE 

BUS STATION)에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설 것 발표  

 

센터는 도미니카 문화 및 교육 허브 역할을 하며 새로 개조된 조지 워싱턴 브리지 버스 

스테이션(George Washington Bridge Bus Station)에 열릴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조지 워싱턴 브리지 버스 스테이션(George 

Washington Bridge Bus Station)에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서며 워싱턴 

하이츠(Washington Heights)에서 도미니카 문화 및 교육 센터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에서 도미니칸 데이 퍼레이드(Dominican Day Parade)가 열린 날에 

주지사는 뉴욕주의 도미니카 커뮤니티의 유산과 공로를 기리며 이를 발표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버스 스테이션(George Washington Bridge Bus Station)은 1963년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2017년 최신식으로 개조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커뮤니티 센터 설립으로 워싱턴 

하이츠(Washington Heights)에서 도미니카 유산을 기반으로 공동 문화 및 교육의 장이 

형성될 것이며 모든 주민이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도미니카 커뮤니티는 뉴욕주 문화의 

중심 부분이며 아메리칸 드림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지역사회와 계속 

협력하여 우리 위대한 주의 다양성과 역사를 대표하는 문화 중심지를 만들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워싱턴 하이츠(Washington Heights)에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며 

다년간에 걸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했던 공약을 지키게 됩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전 

세계 이민자들이 지나다니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George Washington Bridge) 

아래층에서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당 센터는 지역사회 행사에서 150명까지 

수용할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워크숍 및 문화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룹이 함께 

방문하여 도미니카 예술, 문화, 역사를 배우고 증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후안 

파블로 두아르테 재단(Juan Pablo Duarte foundation)은 커뮤니티 센터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른 많은 그룹 및 지역사회 일원 사이에서 후안 파블로 두아르테 재단(Juan 

Pablo Duarte Foundation), 도미니칸 데이 퍼레이드(The Dominican Day Parade, Inc), 

도미니카 스포츠 문화 센터(Centro Cultural Deportivo Dominicano), 도미니칸 

선데이(Dominican Sunday)를 포함한 단체들은 해당 센터에서 앞으로 오랫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2019년 8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뉴욕 및 뉴저지 

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및 조지 워싱턴 브리지 

개발사업(George Washington Bridge Development Venture LLC)은 첫 8년 동안 지대를 

제공합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버스 스테이션(George Washington Bridge Bus Station)은 1963년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2017년 최신식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버스 

스테이션(George Washington Bridge Bus Station)은 어퍼 맨해튼의 워싱턴 

하이츠(Washington Heights) 지역에서 두 블럭 규모의 부지에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George Washington Bridge)의 윗층으로 직접 연결되는 이 역은 178번(178th 

street), 179번 스트리트(179th street) 및 포트 워싱턴(Fort Washington avenue), 

워즈워스 에비뉴(Wadsworth avenue) 사이에 있습니다.  

 

Adriano Espaillat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 하이츠(Washington 

Heights)는 커뮤니티 센터를 환영합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George Washington 

Bridge) 아래층은 많은 이민자들이 한 번쯤은 지나간 곳이므로 커뮤니티 센터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이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질 좋은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미니칸 데이 퍼레이드(Dominican Day Parade) Maria Khury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오면 워싱턴 하이츠(Washington 

Heights) 주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필요하고 마땅히 얻어야 할 질 좋은 교육과 

지역사회 자원을 보장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후안 파블로 두아르테 재단(Juan Pablo Duarte Foundation) Laura Acosta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는 당선되신 이후로 우리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대신 싸우시며 우리 단체와 참된 협력을 해오셨습니다. 이 커뮤니티 센터 발표로 

주지사님께서 또 한 번 노력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센터는 우리 동네가 

가질 자격이 있는 문화 중심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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