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에 따라 

공립학교 145(PS 145) 지역사회 놀이터 개방을 발표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보건 개선, 홍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 

수질 향상을 위한 1,060만 달러 계획의 일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센트럴 브루클린의 소외된 마을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주지사의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인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litiative)에 따라 오늘 브루클린 주민들이 공립학교 145(PS 145)에 새롭게 만들어진 

환경 회복력이 뛰어난 지역사회 놀이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지역사회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누려야 하며, 브루클린의 더 많은 어린이들은 더 이상 노후되고 망가진 설비의 

황량한 아스팔트 놀이터에서 놀지 않아도 됩니다. 놀이터에서는 젊은 가족을 공원으로 

끌어들이고 아이들이 평생 동안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러한 

사업은 센트럴 브루클린의 만성적 격차를 되돌리려는 우리의 사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위해 브루클린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가족은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접근하기 쉬운 놀이터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업이 브루클린의 지역 개선을 위한 노력의 

중심인 이유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뉴욕 주민을 위해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늘리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45만 달러가 투자된 새로운 놀이터가 놀 스트리트 100에 위치한 공립학교 145(PS 

145)에 개장했으며, 25,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공립학교 145 

지역사회 놀이터(PS 145 Community Playground)는 공공 토지 신탁(Trust for Public 

Land)의 뉴욕시 놀이터 프로그램(NYC Playgrounds Program)을 통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커뮤니티 구성원이 설계했습니다.  

  



 

 

80,000 명이상이 이용하게 될 이러한 놀이터는 2018년 9월부터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이니셔티브에 따라 이미 개장한 상태이며, 나머지 세 개의 프로젝트는 내년 

여름에 개장될 예정입니다.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은 8개의 아스팔트 학교 운동장을 지역 학생들이 설계한 

놀이터로 바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 다목적 필드, 잔디, 나무, 그리고 경우에 따라 

부하량이 많은 도시의 복합 하수도 시스템에 대한 폭우의 악영향을 줄여주는 친환경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원, 여가, 역사보존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Erik Kullese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공원, 놀이터, 녹지가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 공원(New York 

State Parks)은 모든 브루클린 주민들이 그들이 사는 곳 근처에 훌륭한 지역사회 

놀이터를 가질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 재건된 놀이터들 중 일부는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보호하고 도시가 더욱 친환경적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Maritza Davila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는 노스 브루클린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보건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는 바이탈 

브루클린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아 새롭게 개선된 공립학교 145(P.S. 145)의 놀이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지는 우리의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을 

장려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과 같은 

서비스를 부시윅 지역사회에 제공해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Julia Salaza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이니셔티브는 역사적으로 소외받은 뉴욕 주민을 위해 녹지와 공공 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은 자신의 동네에서 공원과 놀이터를 경험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공간은 공중 보건과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더 많은 이니셔티브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브루클린 자치구 대표인 Eric Adam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립학교 145(PS 145)의 

새로운 최첨단 놀이터의 완공을 축하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우리는 센트럴 

브루클린에 더 많은 녹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 격차를 없애고 지역사회를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폭풍으로 인한 빗물 유출량을 다른 

곳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도로 포장 등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놀이터에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도입하는 한편, 아이들에게 환경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가정을 위해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을 

시행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Antonio Reynoso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롭게 개장한 공립학교 145(P.S 

145)의 놀이터는 열린 공간과 야외 레크리에이션 구역이 필요했던 부시윅 (Bushwick) 

주민들이 환영할 소식입니다. 예전 아스팔트 부지였던 지역에 이 놀이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중의 이익을 위해 도시 공간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Andrew Cuomo 주지사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이니셔티브 덕분에 부시윅 청소년의 세대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녹지가 늘어나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이 수많은 건강 및 웰빙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이턴 개선을 위한 1,060만 달러 규모의 노력과 더불어,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은 22개의 지정된 지역사회 정원 중 21개를 리노베이션했으며 센트럴 

브루클린에 4개의 지정된 레크리에이션 센터 중 세 개를 개선했습니다.  

  

이미 개장한 세 곳의 놀이터들은 헤게먼 애비뉴 560의 공립학교 213(PS 213)/더 뉴 로트 

스쿨(The New Lots School), 파크 플레이스 1224의 엔에스 254(NS 354)/킵 아카네미 

초등 및 중학교(KIPP Academy Middle and Elementary Schools), 윈스롭 스트리트 

905의 윈스롭 스쿨 캠퍼스(Winthrop School Campus)입니다.  

  

놀이터 프로젝트는 또한 비영리 단체인 공공 토지 신탁(Trust for Public Land)의 지원을 

받습니다. 공공 토지 신탁은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DEP)와 민간 자선사업의 추가 자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공 토지 신탁(The Trust for Public Land)의 Carter Strickland 뉴욕주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질의 놀이터는 모든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며, 건강한 

운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부터 빗물 흡수까지 지역 사회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공 토지 신탁(The Trust for Public Land)은 Cuomo 주지사 및 뉴욕시 

공원부(New York City Parks Department)와 협력하여 뉴욕 주민들에게 놀이터를 

선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 공원만으로도 보도 10분 이내 거리에 

사는 2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립학교 145(PS 145) 놀이터는 매년 약 900,000 갤런의 빗물을 전환하여 수질 

보호를 돕습니다. 빗물이 땅으로 흘러 들어가는 포장기와 같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시설이 재배 및 나무도 빗물이 도시 빗물 배수구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이 

프로젝트 자금 중 약 395,000 달러는 뉴욕시 환경 보호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에서 지원했습니다.  

  

뉴욕시 환경 보호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의 

Vincent Sapienza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헀습니다. "Malloy 교장을 비롯한 공립학교 

145(P.S. 145) 지역사회 전체에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학교 놀이터 완공을 축하드립니다. 

공공 토지 신탁(Trust for Public Land)의 파트너 및 학생 설계자들 덕분에 매년 약 100만 



 

 

갤런의 빗물을 흡수하고 뉴타운 크릭의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놀라운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이니셔티브는 2017년에 착수하어 

부시위크(Bushwick), 베드퍼드스타이베선트(Bedford Stuyvesant), 

브라운스빌(Brownsville), 카나르시(Canarsie), 이스트 뉴욕(East New York), 이스트 

플레부시(East Flatbush), 프로스펙트 하이츠(Prospect Heights), 크라운 하이츠(Crown 

Heights), 사이프레스 힐(Cypress Hills)/오션 힐(Ocean Hill), 프로스펙트 레퍼츠 

가든(Prospect Lefferts Gardens) 등 뉴욕주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니셔티브는 이 센트럴 브루클린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고 절실한 도시 내 녹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곳에서는 73퍼센트의 저소득 주민들이 거주민 1,000명 당 녹지 2.5 

에이커라는 도시의 평균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은 Cuomo 주지사의 "모든 정책에 건강을(Health Across 

All Policies)/연령 친화적인 뉴욕(Age-Friendly NY)"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지원합니다. 이 행정명령의 지시에 따라, 주정부 기관은 연령 및 보건 친화적 

지역사회라는 원칙을 모든 연관 프로그램 및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건강한 

음식과 안전하고 청결한 야외 공공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야외 

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합니다.  

  

Cuomo 주지사가 추진하는 14억 달러 규모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이니셔티브는 통합 지역 여덟 곳을 파악하여 투자함으로써 센트럴 브루클린 지역을 

변화하여, 지원이 대단히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만연한 폭력과 뿌리 깊은 빈곤 등과 같은 

만성적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공녹지 공간과 레크리에이션 활동 공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종합 계획에 

따라 브루클린 출신으로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 의원이자 첫 여성 대통령 출마자의 이름을 붙인 

407에이커 규모의 Shirley Chisholm 주립공원(Shirley Chisholm State Park)이 개장합니다.  

  

공공 토지 신탁(The Trust for Public Land) 소개  

  

공공 토지 신탁(The Trust for Public Land)은 공원을 만들어 사람들을 위해 토지를 

보호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보장합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공공 토지 신탁(Trust for Public Land) 공원, 정원, 자연 지역 근처에 살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공공 토지 신탁(The Trust for Public Land)을 

지원하고 자신에게 자연이 중요한 이유를 공유하려면 www.tpl.org를 방문해주십시오.  

  

https://parks.ny.gov/parks/200/details.aspx
https://protect2.fireeye.com/url?k=261332d2-7a350571-2611cbe7-000babda0106-fd80a73927279d8f&q=1&u=http%3A%2F%2Fwww.tpl.org%2F


 

 

주립 공원(State Parks)은 지난해 기록적으로 7,400만 명이 방문한 250개 이상의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골프 코스, 보트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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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트위터(Twitter)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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