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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기후 주간 중 존스 비치 주립공원 내 에너지 및 자연 교육 센터의
개장을 발표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과 뉴욕 전력청은 롱아일랜드 전력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롱아일랜드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주립공원에 현대적인 교육 시설 구축
인적 행동, 에너지 사용, 환경 보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시설
유서 깊은 존스 비치 주립공원의 포괄적인 활성화를 지속하는 프로젝트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존스 비치 에너지 및 자연 센터(Jones Beach Energy
& Nature Center)"의 개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센터는 기후 주간(Climate Week)에 문을
열고, 에너지가 어떻게 뉴욕의 자연 시스템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중에게 교육하고 알릴
것입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이 롱아일랜드 전력청(Long Island Power Authority, LIPA),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및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과 협력과 협력하여 설립한 개척
시설은 모든 연령대의 방문자가 환경을 더욱 잘 지키고 현명하게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비치 에너지 및 자연 센터는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촉진하는 데 있어 뉴욕주의 리더십을
구현합니다. 롱아일랜드 주민들은 기후 변화와 극한 날씨의 파괴적인 영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이 센터는 방문객들에게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 참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뉴욕 주립공원 시스템 내에서 처음 세워진 이 독특한 환경 교육 센터는 자연경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인간의 에너지 소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현장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환경적으로 반응하는 건축 요소를 갖춘 센터는 순-제로 에너지 사용과
적응적이고 탄력적인 설계를 모델링합니다. 19개의 내부 및 13개의 외부 전시는 가장
최근의 과학 지식을 역동적이고 접근 가능한 그래픽, 동영상 및 상호작용 게임과

결합시켜 방문객들이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신의 삶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방법을 보여줍니다.
센터 방문자는 다음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
•

•

해안 풍경을 활성화하는 외부 설치물. 여기에는 야외 교실, 감각 놀이터, 수분
정원, 그리고 해변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물 종을 보여주는 "동물상 발자국(Fauna
Footprints)" 길이 포함됩니다.
로비와 사우스 갤러리(South Gallery)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 에너지 인프라와
롱아일랜드와 존스 비치의 물리적 발달에 대해 방문객을 몰입시킵니다.
이스트 갤러리(East Gallery)는 생태계의 "자연의 힘(The Power of Nature)"과
탄력있는 해안 환경을 지원하는 보존 노력의 역할을 탐색합니다. 이 갤러리에는
존스 비치와 주변 바다의 생태계에 대한 전시와 플라스틱 정화 및 인공 어초
건설과 같은 현재의 복원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웨스트 갤러리(West Gallery)는 "에너지의 속성(The Nature of Energy)"과 자연
에너지 원천을 인간의 사용을 위해 전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풍속 및 기타 요인이 풍력 터빈에 의한 에너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예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 센터의 독특한 측면은 존스 비치
해안에서 약 18마일 떨어진 주 최초의 해양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엠파이어 윈드(Empire Wind) 프로젝트에 인접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방문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프로젝트 및
해상 풍력 에너지 전반에 대해 대중을 교육할 시설을 배치하게 됩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전시는 소비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른 전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과 극한 날씨가 전력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미래 환경 리더십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고안된 이 센터는 건물 건축에서 전시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준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갤러리에서는 스페인어와 점자 텍스트 번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와 능력을 가진
방문객을 유도하는 촉각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사회 재단(Long
Island Community Foundation)의 풍부한 지원을 통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미국
수화로 제공되는 무료 오디오 가이드가 센터의 웹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됩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비치는 자연의 힘에 대한
교육과 반영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태양, 바람, 파도의 힘에서부터 에너지 인프라,
해안선 엔지니어링 및 생태 보존에 이르기까지 존스 비치는 해안 경관과 환경을
형성하는 힘을 강조할 수 있는 놀라운 교실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주립공원 중 하나에 필요했던 현대적인 교육 시설을 마련하도록 애써주신 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 전력청, 모든 파트너에게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전력청의 Thomas Falcone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비치
에너지 및 자연 센터는 존스 비치 주립공원의 또 하나의 멋진 추가 시설이며 가족, 기업,

학생 및 소비자가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고 전기세를 줄이고 환경을 도울 수 있도록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교육 자원입니다. 롱아일랜드 전력청은
방문객들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즐길 수 있는 시설의 일부가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롱아일랜드 및 존스 비치에 대한 끝없는 투자에 박수를
보냅니다."
롱아일랜드 전력청,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뉴욕 전력청, 라우치 재단(Rauch
Foundation), 롱아일랜드 지역사회 재단, 공공 용지 협회(Open Space Institute, OSI),
수에즈 노스 아메리카(SUEZ North America)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지원으로 3,280만
달러의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는 호프스트라 대학교(Hofstra
University), 브룩헤이븐 국립 연구소(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사우스 쇼어 하구
보호(South Shore Estuary Reserve), 시턱 환경 협회(Seatuck Environmental
Association), 자연 보호 협회(The Nature Conservancy), 신네콕 네이션(Shinnecock
Nation) 및 기타 단체의 파트너와 협의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의
대부분은 공공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지속될 것이며, 인턴십 프로그램은 호프스트라
대학교 학생들에게 공공 환경 교육에 대한 실무적 몰입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의 임시 청장 겸 최고 경영자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에너지 및 자연 센터의 개장은 롱아일랜드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뉴욕주 및 우리 환경에 가져다줄 혜택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계획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자매 단체들과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Gil Quiniones 뉴욕 전력청 청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자연
센터는 방문객들에게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뉴욕이 청정 에너지
경제 구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은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300만 달러의 기금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러우며, 기후
주간 동안 새로운 센터를 축하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공공 용지 협회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인 Kim Elli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존스 비치 방문객 센터의 교육 자료와 해설 전시는 가족과 개인이 특히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장소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는 현재에 중요한 자연과 환경에
대해 배울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은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도구이며 공공 용지 협회는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우리 모두에게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경계심을 갖도록 상기시켜줄 이 귀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John E. Brook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 인식,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교육 자원을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뉴욕주의 모든
노력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센터는 교육적이고 상호작용하는 전시
및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환경 리더십 자질을 교육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기후 변화를 줄이고 자연환경을 회복시키는 주정부의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이 새로운
목적지와 상호작용 환경 교육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David G. McDonough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존스 비치 주립공원
에너지 및 자연 교육 센터의 개장에 대한 Cuomo 주지사 및 롱아일랜드 전력청,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뉴욕 전력청,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의 결합된
노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센터는 수천 명의 공원 방문객이 자연을 더욱 잘 지키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도록 격려합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적 지속
가능한 변화의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teve Englebrigh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존스 비치 에너지 및
자연 센터는 방문객들에게 중요한 환경 및 에너지 개념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경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면 자연을 더 잘 보호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뉴욕 주립공원부와 그 모든 파트너가 이 프로젝트를 결실로 이끌어낸
것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나소 카운티의 Laura Curra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길을 선도하고 있으며, 소중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청정 에너지와 녹색 프로젝트를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기후 주간은 기후 문제가 우리 마음의 최전선에 자리잡은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부의 화재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시즌으로 인해, 존스 비치의 에너지 및 자연
센터를 개장하기 적절한 시기입니다. 저는 뉴욕 및 모든 파트너의 이러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존스 비치의 모든 주민과 방문객들이 센터를 둘러보고 롱아일랜드의
에너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변화되어 후대를 위해 청정한 공기, 수로, 자연 서식지를
보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에너지 목표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권합니다."
이 시설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나머지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프로그램 및 행사에 대한
정보는 www.jonesbeachenc.org와 페이스북(Facebook)의 존스 비치 에너지 및 자연
센터 및 인스타그램(Instagram)의 @JonesBeachENC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로 인해 건물 입장은 25%의 수용 인원으로 제한되며
방문객들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현장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광대한 부지 및 외부 전시는 안전하고
거리를 두는 야외 환경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필수 자원입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2019년에 7,7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한
250개가 넘는 개인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립 공원 및 방문객들은 생산 및 판매액으로 50억 달러,
민간 부문 일자리 54,000개, 28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뉴욕주 총생산(GDP)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여가 장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parks.ny.gov를

방문하거나 무료로 뉴욕 주립공원 탐색(NY State Parks Explorer)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518.474.0456으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Twitter)에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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