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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600만 달러 그린 레이크 주립공원(GREEN LAKES STATE PARK) 

워터프론트 환경 교육 센터(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오픈 발표 

 

센트럴 뉴욕 부흥 경제 개발 청사진(Central NY Rising Economic Development 

Blueprint)을 보완하는 주요 관광지 개발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공원 레이크프론트를 재활성화하고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장려하도록 도울 예정 

 

이리 운하 트레일(Erie Canalway Trail) 중 12마일 개선 완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600만 달러 규모의 그린 레이크 주립공원(Green 

Lakes State Park) 워터프론트 개조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이곳에는 연중 내내 여는 새 

환경 교육 센터가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해당 

주립공원의 변화는 주지사의 뉴욕 파크 2020 계획(NY Parks 2020 Initiative)을 통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하며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개발을 일으키기 

위한 지역의 종합적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을 보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 레이크 주립공원(Green Lakes State Park)은 

수많은 방문객이 센트럴 뉴욕에서 멋진 공원 호수, 훌륭한 캠핑, 하이킹, 자전거, 골프 

경험을 하도록 끌어모으는 주요 관광지입니다. 이번 개선은 공원과 젊은 방문객들을 

튼튼하게 연결하고 앞으로 오랫동안 인기있는 관광지로 남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린 레이크(Green Lake)의 낡은 1940년대 보트 창고를 현대적 

시설로 바꾸어 공원 이벤트를 개최하고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가 근처의 역사적 보트 창고 자재를 분해하여 세심하게 개축했습니다. 

1,100제곱피트 규모의 신규 센터에는 건물 실내 교실, 다용도 공간, 화장실, 야외 교실, 

레이크프론트 산책로, 카누/카약 선착장, 신규 보트 대여 부스 및 보관 랙이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 레이크 주립공원(Green Lakes State 

Park)의 개선은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거주민과 방문객에게 교육 및 오락 기회를 추가로 

제공할 것입니다. 주립공원은 센트럴 뉴욕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으로, 공원에 있는 

모든 것을 즐기려는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워터프론트 공원의 

변화로 계속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해당 지역과 그 너머에서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뉴욕 주립공원은 호숫가 복원, 빗물을 인공습지 및 

생태수로/생물저류지로 유도, 전기 시설 업그레이드, 열악한 웨스트 비치(West Beach) 

주차장의 친환경 복구 등 공원 생태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센트럴 지역 주립공원 위원회(Central Regional State Parks Commission)가 진두지휘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기부와 프로젝트 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이는 희귀 

영구층화 호수 공원의 형성과 과정, 야생 동물 및 독특한 서식지, 대규모 공원 지형 지도, 

역사 속 사람들과 공원을 보여주는 전시회, 대화형 터치스크린으로 그린 레이크 

주립공원(Green Lakes State Park)에서 즐길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 키오스크 

제공을 포함합니다. 해당 센터는 커넥트 키즈(Connect Kids) 교통 기금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학교 소풍을 비롯하여 공원 내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주립공원은 그린 레이크 주립공원(Green Lakes State Park)에서 카나스토타까지 

이어지는 올드 이리 운하 주립 역사공원(Old Erie Canal State Historic Park)의 낡은 

12마일 구역을 업그레이드하는 2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도 완성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많은 길 표면에 새롭게 석분을 깔고 레이크포트 로드(Lakeport Road) 

동쪽에서 카나세라가 로드(Canaseraga Road)까지 이어지는 치터냉고의 1.6마일 

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을 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버펄로부터 올버니까지, 뉴욕시에서 

캐나다까지 750마일에 걸친 뉴욕주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로를 만드는 Cuomo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계획(Empire State Trail Initiative)을 진행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계획(Empire State Trail Initiative)은 올드 이리 운하 주립공원(Old Erie 

Canal State Park) 같은 기존의 트레일을 뉴욕주 전역 750마일 길이의 레크리에이션 

트레일과 연결하여 개선 및 확장합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 레이크 

주립공원(Green Lakes State Park)과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신 Cuomo 

주지사님과 센트럴 지역 주립공원 위원회(Central Regional State Parks Commission)에 

감사드립니다. 신규 센터는 방문객들이 자연과 야외 환경을 더욱 즐기고 잘 이해하도록 

도우며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가족 및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장려할 것입니다. 또한 공원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https://parks.ny.gov/environment/connect-kids/grant-program.aspx


 

 

 

센트럴 지역 주립공원 위원회(Central Regional State Parks Commission)의 

Cornelius B. Murphy, Jr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 Harvey 

커미셔너, 센트럴 지역(Central Region)의 Joanne Mitchell 이사님의 리더십과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신 센트럴 뉴욕 지역사회의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새 환경 교육 

센터(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는 모든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놀라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보장할 것입니다.” 

 

David J. Vale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공원(New York State 

Parks)이 그린 레이크 주립공원(Green Lakes State Park)과 이리 운하(Erie Canal)가 

관광지로서 가진 매력을 강화할 주요 프로젝트 두 개를 완성한 것을 축하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투자함으로써 센트럴 뉴욕에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관광 관련 

산업의 모든 단계에서 혜택을 줄 것입니다.” 

 

시의원 Bill Magnarell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 레이크 주립공원(Green Lakes State 

Park)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호수에서 수영하고 

보트와 카누를 탄 것은 멋진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Rose Harvey 커미셔너를 만나고 

시러큐스 학교(Syracuse School) Jaime Alicea 관리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개선안에서 젊은이들이 그 개선으로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교육 경험이 개선 및 고취될 

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부금을 보장하도록 

돕는 것이 즐거웠던 이유입니다.” 

 

Al Stirp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그린 레이크 주립공원 환경 교육 

센터(Green Lakes State Park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는 학생들과 방문객에게 

그린 및 라운드 레이크(Green and Round Lake)의 독특한 생태와 역사에 대한 정보를 줄 

것입니다. 저는 이런 프로젝트가 센트럴 뉴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므로 기금을 

받아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정부 파트너들, 이 최신 시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시간과 자금을 기부해주신 모든 사람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주 하원 농업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Agriculture)의 위원장인 Bill Mage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드 이리 운하 주립 역사공원(Old Erie Canal 

State Historic Park)에서 새롭게 개선된 트레일은 주민과 방문객이 모두 안전하게 우리 

지역의 자연미를 즐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트레일과 그린 레이크 

주립공원(Green Lakes State Park)에서는 자전거 타기나 하이킹, 신선한 공기 마시기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개선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주신 주지사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골프코스 클럽 회관(Golf Course Clubhouse) 개조, 파인 우즈 캠핑장(Pine 

Woods Campground) 현대화, 공원 입구 재설계, 공원 트레일 개조를 비롯하여 약 

1,100만 달러 규모로 앞서 이루어진 공원 개조 프로젝트에 기반합니다. 



 

 

 

그린 호수 주립공원(Green Lakes State Park) 개발 작업은 주지사의 NY 공원 2020 

계획(NY Parks 2020 Plan)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뉴욕 주립공원에 민간 

및 공공 자금 9억 달러를 유치하려는 다개년 계획입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 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 Central NY Rising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 활용, 기업가 정신 강화,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 이 지역에 약 56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성장하고 투자하기 위한 근거지로 시러큐스, 오스위고 및 오번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가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기업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이 지역의 계획은 

제출된 대로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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