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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3,500만
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ROBERTO CLEMENT 주립 공원과
해안가 개선 사업 추진

본 프로젝트는 수퍼스톰 Sandy가 휩쓸고 간 지역을 녹지화하고 강변 지역의 태풍 회복성
강화에 초점을 둬

프로젝트 조감도는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참조할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3,500만 달러를 들여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의 할렘
강가 지역 녹지화와 태풍 회복성을 강화한다고 오늘 밝혔다. 본 프로젝트는 공원 및 공원
근방이 범람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강화하고 공원 위쪽 광장에 멋진 입구를 만들어
130만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 프로젝트는 핵심 인프라를 강화하고 극한 기후로부터 우리
지역 사회 보호하는 우리 당국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다.
말했다 또한 그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Morris Heights 근방의 해안 지역을
보호하여 지역 주민, 사업체, 공원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태풍과 홍수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성명은 Cuomo 주지사가 Climate Week라고 선포한 기간에 발표되었다. Climate
Week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뉴욕 주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강조하며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9월 22일부터 29일의 기간이며 세계 정상들이
뉴욕 시에 모여 회담을 가지는 주간이기도 하다.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의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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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만들어진 두 가지 중대 기반 시설인 2,200피트 길이의 강철 격벽과 공원
상부 광장 보수를 내용으로 하여 착공에 들어갔다.
2년간 2,800만 달러를 투입하여 보다 탄력적인 구조로 강철 격벽을 재건할 예정이며
인접 해안 산책로 지역을 따라 바닷물에 부식된 강철 격벽과 수퍼스톰 Sandy의 여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책로를 보수할 예정이다. 재건된 해안가에서는 홍수 방지 기능, 태풍
복원력, 친환경 기반시설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복원 대상 산책로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
동시 설치, 강 전망대, 신규 보트 배치, 신규 공연장, 신규 식수 조림, 동식물의 자연
서식지를 제공해주고 폭우를 흡수하는 9,000 평방 피트의 그림 같은 조간대 등 보다
공원같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게 할렘 강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특별한 환경 교육 현장이 될 것이다.
본 프로젝트 추진 자금은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재난 구호금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Disaster Relief)’에 선정되어 조달할 수 있었으며
2017년 여름에 완공될 예정이다.
Rose Harvey 주립 공원장은 “저는 앞으로 보다 강력하고 사나워질 폭풍우에 대비하여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좋고, 강하고, 스마트하게 우리 주립 공원을 재건할 수 있게
도와주신 Cuomo 주지사의 헌신과 리더십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립 공원은
이와 같은 핵심 복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이제 우리는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이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잦아질 폭풍우를 이겨내는 동시에 우리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고
고 말했다.
말했다
주지사 태풍 복구 사무국(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의
의 임시 국장인 Lisa
사무국
Bova-Hiatt는
는 “우리는 보다 강하고 보다 탄력적인 뉴욕 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뉴욕 주 전체를 수호하고 뉴욕 주의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 네트워크를 강화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에 보수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우리는 Bronx 지역의 주민들과 사업체들이 꿈꾸는
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폭풍우에 대비하는
토대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Morris Heights 지역 사회의 심장과도 같은 아름다운
공공 시설을 재건하고 다시금 인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 상부 광장 복원에는 700만 달러가 투입되며 복원 공사를 통해 구조물의 강철
지지대 및 바닥재를 교체하고 하단부의 부스러진 계단을 보수하며 공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하고 조경 개선 및 실물 크기의 Roberto Clemente 동상을 재배치하여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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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를 보다 멋지게 꾸밀 예정이다.
이와 같은 개선 사업을 위한 자금은 Cuomo 주지사의 NY Parks 2020 이니셔티브, Bronx
자치구 회장 Ruben Diaz Jr.가 전달한 500,000 달러의 기금, 뉴욕 시의회 의원 Vanessa
Gibson이 전달한 500,000 달러의 기금을 통해 조달할 수 있었다. 본 공사는 2016년
늦가을에서 2017년 사이에 완공될 예정이며 주립 공원의 북쪽 해안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Charles E. Schumer 상원의원은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을 폭풍우에 보다 더 잘
견디도록 개선하는 것은 국회에서 Sandy 구호 법안을 만들 때 머리 속으로만 생각하던
것인데 그러한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어 매우 기쁩니다. 본 녹색 기반 시설
사업은 Bronx 지역을 홍수에 대비하게 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을 위한 획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고
고
말했다.
말했다
Charles Rangel 하원 의원은 “저는 Cuomo 주지사가 우리 지역구의 보물과도 같은
Robert Clemente 주립 공원의 해안가 기반 시설 강화에 투자하는 결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부로 시작한 개선 사업은 공원 녹지를 복원하고 향후 몰아 닥칠 폭풍과
홍수로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뉴욕 주 공원 휴양지
유적 보존실 (New York State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새 단장을 한 공원의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라고
라고 말했다.
말했다
José E. Serrano 하원 의원은 “저는 수백만 달러의 연방 기금에 힘입어 본 프로젝트가
시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 재건
프로젝트는 공원과 그 주변 지역을 극한 기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핵심 지구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나면 Bronx 주민들은 보다 현대화되고
안전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Adriano Espaillat 주 상원의원은 “본 프로젝트가 Climate Week 기간 중에 발표되었다는
점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로 인해 강력한 폭풍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프로젝트를 반드시 시행하여 뉴욕 시와 뉴욕 주의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착수한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허리케인 Sandy가 뉴욕 시에 남기고 간 피해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 격벽 보수와 공원 광장 개선은 앞으로 닥칠 폭풍우로부터 더 이상 홍수
피해를 입지 않게 도와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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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é M. Serrano 주 상원의원은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과 인근 지역 사회를 극한
기후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게 힘써 주신 Cuomo 주지사께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본
3,500 만 달러의 기금 덕분에 우리는 공원 방문자들에게 보다 좋은 볼거리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화, 관광, 공원, 레크리에이션 상원 위원회의
간부로서 우리 주립 공원은 상당히 좋은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 장소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립 공원에 대한 투자는 자연의 미를 보전하고 보다 건강한 지역
사회를 구축하며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와 같은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Gustavo Rivera 주 상원의원은 “이러한 보수 프로젝트는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 보다 멋진 공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의 해안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Andrew Cuomo 주지사,
주지사 태풍 복구 사무국 (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 뉴욕 주 공원 휴양지
유적 보존실 (Office of the New York State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Latoya Joyner 여성 의원은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은 Bronx 지역 사회의 가족과
아이들에게 중요한 일상의 탈출구로써 기능해 왔습니다. Bronx 지역 주민과 제 선거구의
주민들은 아름다운 주립 공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Bronx인이라는 것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우리
당국의 업적을 칭송하는 이유입니다. Andrew Cuomo 주지사와 주지사 소속 행정부는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의 해안가를 개선하고 인근 주민들을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하였습니다. 수퍼스톰 Sandy는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에 피해를
주었지만 주지사님의 추가 기금 조성 덕분에 주립 공원은 Bronx의 중심으로서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Bronx 지역의 당선 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우리 주립 공원의 광장 개선 사업 확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Victor Pichardo 의원은 “태풍 탄력성 제고를 위해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에
3,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며 기념비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뉴욕 주의 최우선 프로젝트를 성사하기 위해 헌신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 드리며 Heastie 의장과 Joyner 의원을 비롯한 모른 동료 의원들과 합심하여
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Keith Wright 의원은 “저는 우리 뉴욕 시의 가장 값진 보석과도 같은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이 재개발된다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수 년간 Bronx 주민들은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을 가족 활동, 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의 낙원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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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3,500 달러를 조성하여 진행하는 본 개선 사업을 통해 공원을 보다 푸르게 하고
보다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허리케인 Sandy와 같은
강력한 폭풍우로부터 우리 공원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약간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저는 2017년 여름 본 프로젝트가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라고 말했다.
말했다
Bronx 자치구 회장 Ruben Diaz Jr.는
는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에 꼭 필요하고
시행할 가치가 있는 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주립 공원 근방에 새로운 녹지를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수천 명의
거주자와 두 개의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Metro-North 철도와 같은 주립 공원 인근 기반
시설을 2012년에 목격한 것과 같은 수퍼스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라고
말했다.
말했다
Vanessa Gibson 시 의회 의원은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에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준 Cuomo 주지사의 비전에 찬사를 보냅니다. 현재 계획된 보수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지역 사회의 녹지 공간을 태풍에 보다 잘 대비하게 하고 기후 변화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가 완성된 모습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본 공사의 착공에 대하여 저는 Bronx 지역에 아낌없이 투자하신 주지사,
우리 자치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신 Ruben Diaz, Jr. 회장, 모든 이해당사자, 지역
사회 지도자, 우리 모두를 위해 보다 발전되고 안전한 공원 개선에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라고
라고 말했다.
말했다
Fernando Cabrera 시 의원은 “우리 주립 공원은 우리 시민들의 레크리에이션, 운동,
사교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에 심은 나무들은 공기를 보다
깨끗하게 해 주며 도시 지역에 심미적 매력을 더해 줍니다. 저는 Bronx 주민들이 앞으로
녹지 공간을 접하고 우리 지역 사회 번영에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이 보다 탄력적인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해 주신 Cuomo 주지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의 개선은 주립 공원 현대화와 수십년간 그 가치를 잊고
있었던 유명하고 수많은 방문객이 찾아 준 주요 공원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헌신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시사의 NY Parks
2020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광범위한 민간 및 공공 기금을 조성하고 활용하여 주립
공원들에 약 9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15-16 주 예산에는 이 사업을
위한 1억 1천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야구 명예의 전당에 처음으로 등재된 라틴계 미국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Rober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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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mente 주립 공원은 1년 내내 청년, 성인, 노인들에게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문화
활동, 체육 활동을 제공하는 쉼터이다. 시설에는 다목적 레크리에이션 빌딩,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 다양한 구장, 농구장, 피크닉 시설, 운동장 등이 포함된다.
뉴욕 주 공원 휴양지 유적 보존실은 연간 6,000만 명이 방문하는 180개 주립공원과 35개
유적지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 레크레이션 장소에 대한 상세 정보는 518-4740456으로 전화하거나, www.nysparks.com을 방문하거나, Facebook에 접속하거나, 또는
Twitter에서 팔로우 신청을 하기 바란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 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