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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9월 26일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주주주주 전역에전역에전역에전역에 걸쳐걸쳐걸쳐걸쳐 야외야외야외야외 접근접근접근접근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완료를완료를완료를완료를 발표발표발표발표 

 

NY Works 프로젝트는프로젝트는프로젝트는프로젝트는 여가활동여가활동여가활동여가활동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확장하고확장하고확장하고확장하고 관광을관광을관광을관광을 향상시키기향상시키기향상시키기향상시키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전전전전 세계의세계의세계의세계의 접근을접근을접근을접근을 제공제공제공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다섯 개의 새로운 야외 접근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뉴욕 주에서 

대중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여가 활동을 확대하고 

관광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9월 27일의 국가 공공 토지의 

날의 인식으로 발표되었고 NY Works 프로그램을 통해 주의 야외 모험 활동에 317,000 달러의 

투자입니다. 

 

“뉴욕의 공원과 야외 여가활동 지역은 둘째가지 않으며, 이러한 개선은 우리 주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에 모든 사람들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NY 

Works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는 뉴욕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국 국장 Joe Martens은 “Cuomo 지사는 주의 대 자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보트 정박장, 낚시터와 코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야외 활동 

매니아들에게 이러한 멋진 장소와 활동에 더 쉬운 접근성을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뉴욕의 스포츠 산업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서 49억 5천만 달러를 생성하고 주 

전체에서 5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Otsego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Goodyear 호수호수호수호수 접근접근접근접근 개선개선개선개선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170,000달러달러달러달러: 

Otsego 카운티 Mildford 마을의 Goodyear 호수에 대한 대중 접근성 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위한 17만 달러는 낚시 접근성을 재건하고 Goodyear 호수의 남쪽 끝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향상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환경 보전국에서는 현재의 주차장을 확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하였고 손으로 

젓는 보트 카누, 카약 및 노 젓는 보트의 물로의 접근을 개선했습니다. 개선은 또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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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접근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누와 카약 진수장, 반 마일 코스, 낚시 플랫폼, 벤치, 

피크닉 테이블과 벽난로. 

 

새로운 경치 코스과 기타 흥미로운 요소들은 모든 연령과 능력의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호수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여러여러여러 카운티에서카운티에서카운티에서카운티에서 6 개의개의개의개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낚시터낚시터낚시터낚시터 접근접근접근접근 및및및및 물새물새물새물새 사냥사냥사냥사냥 블라인드블라인드블라인드블라인드, 60,000 달러달러달러달러:  

6개의 새로운 환경 보전국의 낚시 접근 프로젝트와 새로운 물새 사냥 블라인드는 중앙 뉴욕에서 

완료되었습니다. 낚시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ayuga 카운티, Moravia 타운의 Owasco 호수 유입구: Warner 도로에서 유입구까지 접근이 

가능한 새로운 낚시 주차 공간은 10대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 Onondaga 카운티, Fabius 타운의 Fabius 개울: Bardeen 도로에서 떨어진 새로운 낚시 

주차장은 Brook까지 접근을 제공하며 6대의 차량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 Cortland 카운티, Scott 타운의 Grout 개울: Glenn Haven 도로에서 떨어진 새로운 낚시 

주차장은 최대 8대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 Tioga 카운티, Richford 타운의 Owego 개울의 동쪽 줄기: NYS 38번 국도의 새로운 낚시 

주차장에 최대 8대 차량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 Broome 카운티, Maine 타운의 Nanticoke 개울: Nanticoke 도로에서 새로운 낚시 

주차장에서 개울까지 700 피트의 코스를 포함하여 최대 8대 차량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 Broome 카운티, Sanford 타운의 Oquaga 개울: North Sanford 도로에서 최대 3대 차량까지 

수용이 가능한 구축된 낚시 주차장이 있습니다. 

 

Three Rivers 야생 동물 관리 지역 Lysander 타운에서 환경 보전국은 새로운 물새 사냥 블라인드의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블라인드는 또한 동물 관측 영역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야생 

동물 관리 지역에 녹색 연못(Green Pond)으로 알려진 100 에이커의 습지에 있습니다. 블라인드는 

새로운 주차 공간, 코스과 블라인드 한쪽의 경사를 포함하여 범용 접근을 제공합니다. 습지의 

동쪽에 있는 전망대에 제 2경사가 있습니다. 주차 영역에서는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시 자갈을 

깔고 있습니다. Three Rivers는 사냥꾼, 등산객 및 조류 관찰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야외 활동가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Suffolk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킹스킹스킹스킹스 공원공원공원공원(Kings Park)의의의의 고유고유고유고유 영영영영역역역역, 55,000 달러달러달러달러: 

새로운 킹스 공원(Kings Park) 접근 포인트는 코스, 야생 동물 관찰 기회와 새로운 주차장을 

포함합니다. 75 에이커의 구역은 Smithtown 타운의 킹스 공원(Kings Park) Meadow 도로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Korean 

 

새 주차장은 Lawrence 도로의 바로 서쪽인 Meadow 도로에서 나와 1개의 접근 가능한 주차 공간을 

포함하여 총 9대의 차량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 주차장은 새로운 범용 접근 코스에 연결이 

되어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1마일과 1/3 마일의 하이킹 코스를 연장합니다. 이 새로운 기능은 모든 

능력의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즐기게 하며 하이킹, 야생 동물보기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내년에는 환경 보전국은 교육 키오스크를 구축하고 잠재적으로 더 많은 등산로, 산악 자전거 도로 

및 여가 활동 기회를 추가하기 위해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특정을 개선할 것입니다. 

 

Schuyler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Cayuta 호수호수호수호수 접근접근접근접근 부지부지부지부지, 27,000 달러달러달러달러: 

환경 보전국은 Cayuta 호수에서 접근 도크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작은 호수”로 알려진 Cayuta 

호수는 낚시꾼, 카약과 카누의 고유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Schuyler 카운티의 비교적 얕은 

호수입니다. 이 새로운 도크의 완성은 모든 능력의 사람들이 같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만듭니다.  

 

St. Lawrenc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Wegatchie 수로수로수로수로 접근접근접근접근 부지부지부지부지, 5,000 달러달러달러달러: 

Wegatchie 수로 접근 부지는 현재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Oswegatchie 강과 Yellow 호수주립산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Rossie 타운의 Wegatchie 마을 근처의 카운티 12번 국도에서 나와 

Chisholm 도로에 위치한 이 새로운 접근 부지는 접근 가능한 주차장 및 카누와 카약을 위한 차 

정상의 보트 진수까지의 코스와 Yellow 호수 주립 산림에 대한 접근 코스를 특징으로 합니다. 

주차장에는 5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낚시는 항상 이 곳에서 허용되었으나, 현재까지 

Oswegatchie 강으로의 공식적인 접근은 건설되지 않았었습니다.  

 

1963년 환경 보전국은 삼림, 야생 동물 관리, 목재 생산, 여가 활동 및 유역 보호의 목적을 위해 751 

에이커의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Yellow 호수 주립 산림은 Yellow 호수와 Oswegatchie 강 양쪽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파른 절벽 경치 때문에, 낚시와 물가 접근은 Yellow 호수의 동남쪽에서 

불가능했습니다. Yellow 호수는 Hall 도로에서 호수의 북/북서쪽으로 차량 위 보트 진수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Yellow 호수 접근은 미개발 상태였고 호수 자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약 3/4 마일을 

옮기거나 걸어야 합니다. 

 

St. Lawrence 카운티도 또한 Macomb와 Depeyster의 타운에 있는 물고기 개울(Fish Creek) 야생 동물 

관리 지역의 물가 및 습지에 대한 접근의 개선뿐만 아니라, Calre와 Colton 타운의 Grass 강 보전 

지역권에서 Pleasant 호수와 Pleasant 호수 개울로의 새로운 차량 위 진수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NY Works의 자금 지원을 받았고, 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사업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38만 에이커 면적의 기존의 주 및 지역권 

구역을 사냥꾼, 낚시꾼, 조류 관찰자 등과 연결하는 50가지의 새로운 토지 및 수역 접근 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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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해 600만 달러의 NY Works 기금을 올해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50가지의 

새로운 접근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보트 선착장 건설, 새로운 헌팅 블라인드 설치, 새로운 트레일과 

주차장 건설 등이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4-15 예산에는 뉴욕주의 어류 부화장을 수리하기 

위한 4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뉴욕주에서 사냥을 위한 확장적인 석궁 사용을 갱신 및 

허용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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