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디자인한 

첫 번째 운동장 개방 발표  

  

30,000명 이상의 이스트 플레부시(East Flatbush) 거주민이 집에서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어  

  

운동장의 친환경 인프라는 홍수를 완화하고 자메이카 베이(Jamaica Bay)의 건강을 

증진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루클린 윈드롭 스쿨(Winthrop School)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디자인한 새 지역사회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운동장에는 새로운 

놀이기구, 달리기 트랙이 있는 다목적 필드, 공인 규격의 농구장, 정원 및 조림 구역, 

햇살을 가리는 나무와 벤치 등이 있습니다. 윈드롭 스쿨(Winthrop School) 캠퍼스 

지역사회 운동장은 올해 초에 발표된 주지사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계획 

2단계에 따라 놀이터로 개조하는 여덟 곳의 학교 운동장 중 첫 번째입니다. 2020년까지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운동장 8곳을 놀이터로 

개조하고, 지역사회 정원 22곳을 개보수하며 센트럴 브루클린의 레크리에이션 센터 

4곳을 개선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디자인한 놀이터의 첫 개방은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계획에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며 30,000명 이상의 브루클린 

거주민들에게 녹지와 새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야외 활동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원 전체에 혁신적 인프라를 설치함으로써 우리는 브루클린인들의 건강과 

웰빙을 우선으로 차례차례 공원을 만들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계획은 센트럴 브루클린 인들의 건강과 웰빙을 개선할 큰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활동의 중점은 아이들이 현대적이며 안전한 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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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센트럴 브루클린 전역에서 놀이터와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여 이 활기찬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오늘, 30,000명 이상의 이스트 플레부시(East 

Flatbush) 거주민들이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새 놀이터를 개방했습니다. Harvey 

커미셔너는 Nick Perry 뉴욕주 하원의원, 뉴욕시 환경보호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DEP)의 Vincent Sapienza 커미셔너, 더 트러스트 포 퍼블릭 

랜드(The Trust for Public Land)의 Diane Regas 최고 경영자, 뉴욕 로드 러너스(New 

York Road Runners)의 Michael Capiraso 대표 겸 최고 경영자, 이벤트 대표 겸 레이스 

Peter Ciaccia 디렉터, I.S. 598의 Jameela Horton-Ball 교장, 윈드롭 스쿨(Winthrop 

School) 학생 및 교수진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 리더들, 주요 협력자들과 함께했습니다. 

  

2020년까지 브루클린 학교 운동장 7개가 놀이터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 PS 213 더 뉴 랏츠 스쿨(The New Lots School): 580 헤지먼 에비뉴(Hegeman 

Avenue) - 2018년 가을 개방  

• PS 145: 100 놀 스트리트(Noll St.) - 2019년 여름 개방  

• PS 156 - IS 392: 104 서터 에비뉴(Sutter Avenue) - 2019년 여름 개방  

• MS 354 - KIPP 아카데미(Academy): 1224 파크 플레이스(Park Place) - 2019년 

가을 개방  

• PS/MS 377: 알레한드리나 비 데 고티에(Alejandrina B De Gautier) - 200 

우드바인 스트리트(Woodbine St.) - 2020년 여름 개방  

• PS 152/315 미드우드(Midwood) HS: 725 E 23번 스트리트(23rd St.) - 2020년 

여름 개방  

• PS 115 다니엘 뮤카텔 스쿨(Daniel Mucatel School): 1500 이스트 92번 

스트리트(East 92nd St.) - 2020년 여름 개방  

  

주립공원(State Parks)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외 장소를 

개선하고 확장하는 데 계속해서 노력해주시는 Cuomo 주지사님과 모든 파트너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디자인한 새 놀이터 개방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결국 

브루클린 지역사회의 모두가 10분 안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흑인, 푸에르토리칸, 히스패닉, 아시안 입법 간부회 의(Black, Puerto Rican, Hispanic 

and Asian Legislative Caucus)의 의장인 Nick Perr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계획은 우리 도시에 

전례 없는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거주민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녹지를 접하게 하고 

야외 오락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학생들이 디자인한 공원 개방은 이 계획의 계속되는 

성공을 나타내며 도시 전역의 브루클린 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고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 도시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브루클린 거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의 Alicka Ampry-Samuel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계획은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과 행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전례가 없습니다. 건강한 식품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과 의료 서비스 이용성을 증가하는 것, 도시 전역에 공원을 만드는 

것 등 이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거주민들을 지원함으로써 계속해서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고 거주민들이 받아 마땅한 

보살핌과 관심을 주시는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 국유지 신탁기관(The Trust for Public Land) 책임자 Carter Stricklan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 윈드롭 스쿨(Winthrop School)의 선생님들, 학생들과 

협력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새 녹지 놀이터를 만들어 수천 명의 

플레부시(Flatbush) 거주민들은 10분 만에 걸어서 새 공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계획은 센트럴 브루클린 지역사회에 중요한 조치이며 

국유지 신탁기관(The Trust for Public Land)이 환경 보호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더 좋게 변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하도록 돕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의 Vincent Sapienza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보호부(DEP)는 국유지 신탁기관(The Trust for 

Public Land)의 운동장 프로그램(Playground Program)의 자랑스러운 파트너입니다.이 

프로그램은 이 도시 전 지역의 아스팔트 운동장을 전제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 녹지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운동장에 설치된 새 친환경 인프라는 빗물 유출량을 

줄이고 주변 수로가 건강해지도록 개선하며 인접 지역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 로드 러너스(New York Road Runners) 대정부 관계 및 지역사회 

투자(Government Relations and Community Investment)의 Michael Schnall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멋진 새 공간 개방을 축하하기 위해 윈드롭 

스쿨(Winthrop School) 캠퍼스에 다시 오게 되어 기쁩니다. 이 공간은 이곳 캠퍼스의 

라이징 뉴욕 로드 러너스(Rising New York Road Runners)들, 이스트 프레부시(East 

Flatbush) 지역사회 전체가 이용할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우리는 선출 공무원들과 시 

기관들과 함께 Cuomo 주지사님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계획 시작을 

축하했는데, 오늘 개방으로 우리는 아름답고 안전한 야외 공간에서 학생들과 가족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개선된 접근성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14억 달러 규모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프로그램은 지원이 

대단히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만연한 폭력과 뿌리 깊은 빈곤 등과 같은 만성적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통합 지역 8 곳을 파악하여 

투자함으로써 센트럴 브루클린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종합적 계획은 개방 공간과 

레크리에이션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브루클린 출신 선구자,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 의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대통령에 출마한 첫 여성인 Shirley 

Chisholm을 기리고자 이름을 붙인 407에이커 규모의 주립 공원의 개방을 포함합니다. 

또한 여덟 곳의 학교 운동장을 지역사회 놀이터와 개방 공간으로 개조하는 데 1,060만 

달러, 약 24곳의 지역사회 정원을 개조하는 데 310만 달러, 센트럴 브루클린 전역에서 

네 곳의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개조하는 데 180만 달러가 제공되었습니다.  

  

오늘의 개방은 또한 뉴욕시의 학생들을 위해 활기차고 교육적이며 재미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국유지 신탁기관(The Trust for Public Land)의 운동장 프로그램(Playground 

Program)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더 트러스트 포 퍼블릭 랜드(The Trust for Public 

Land)의 모든 운동장 공사에는 (1)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2) 운동장 

디자인에 필요한 과학, 수학, 건축 실습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시에 

학교 운동장에서 필요한 것에 대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윈스럽 캠퍼스(Winthrop Campus)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 부모와 

이웃들도 운동장 디자인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더 트러스트 포 

퍼블릭 랜드(The Trust for Public Land)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해당 단체의 웹 

사이트인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시 환경보호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부분적으로 가능해진 친환경 인프라 디자인 요소는 더 트러스트 포 

퍼블릭 랜드(The Trust for Public Land) 운동장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도로 침수 

및 하수도 매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빗물의 유출량을 줄입니다. 하수도가 매몰될 경우, 

하수 처리되지 않은 물이 하천과 만까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항목에는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잔디밭, 나무, 이전의 도로 포장 재료, 기타 친환경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연간 100만 갤런이 넘는 빗물을 흡수할 수 있으며, 폭풍우가 엄습할 

경우, 최대 1 인치의 빗물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또한 더운 여름날 도시의 

복원력을 높이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늘을 제공하고 대기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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