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0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버펄로 랄프 C. 윌슨 주니어 센테니얼 파크(RALPH C. WILSON, JR. 

CENTENNIAL PARK)에 천만 달러 지원 발표  

  

뉴욕주 자금이 이 이름을 따서 명명한 보행자 교량과 석호에 투입될 예정  

  

윌슨 재단(Wilson Foundation)은 추가 5백만 달러를 발표하고 버펄로시는 보행자 

교량을 위해 3백만 달러를 약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버펄로의 랄프 C. 윌슨 주니어 센테니얼 파크(Ralph 

C. Wilson Jr. Centennial Park)의 일부가 될 이름을 따서 명명한 두 가지 특징을 위한 

천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의 허드슨 스트리트 브리지(Hudson Street 

Bridge)를 대체할 보행자 교량 자금을 지원하여 공원 내 호수 가장자리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및 복원력을 향상할 새로운 석호를 마련할 것입니다. 랄프 C. 윌슨 

주니어 센테니얼 파크(Ralph C. Wilson, Jr. Centennial Park)는 버펄로에서 가장 큰 

워터프론트 공원인 라살 파크(LaSalle Park)의 현재 부지에 위치할 것입니다. 수년간 

버펄로시와 지역사회는 라살 파크(LaSalle Park)를 위해 좀 더 큰 계획을 구상해 

왔습니다. 이전에 5천만 달러를 투입한 뉴욕주와 랄프 C. 윌슨 주니어 재단(Ralph C. 

Wilson, Jr, Foundation)의 지원으로 이 공원의 잠재력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와 웨스턴 뉴욕의 발전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성공은 모든 사람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라살 파크(LaSalle Park) 재해석의 

목표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비전은 버펄로의 워터프론트를 민주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교량과 새로운 석호에 투자함으로써 워터프론트를 너무 오랫동안 

이용하지 못한 지역사회가 이 지역 르네상스의 모든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속적인 버펄로 워터프론트의 

변화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라살 파크(LaSalle Park)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사회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며, 

미래의 랄프 C. 윌슨 주니어 센테니얼 파크(Ralph C. Wilson, Jr. Centennial Park)를 

기대합니다. 윌슨 재단(Wilson Foundation)과 버펄로시 파트너들의 상당한 자금 지원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과 물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놀라운 프로젝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랄프 C. 윌슨 주니어 재단(Ralph C. Wilson Jr. Foundation)의 David Egner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살 파크(LaSalle Park)는 산책이나 달리기, 청소년 

스포츠, 지역사회 행사 또는 단순히 자연과 접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사랑받는 

이웃 공원입니다. 라살 파크(LaSalle Park)의 지역사회 비전은 모든 이들의 공원 및 

버펄로 워터프론트에 대한 안전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단은 새로운 보행자 

출입로를 지원하기 위해 5백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이로써 

190번 주간 고속도로(I-190)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인접 지역 연결을 제공하고, 공원 

입구와 레이크 이리(Lake Erie)의 전망을 안전하게 만들며, 버펄로시 전역 모멘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보행자 교량에 대한 요구는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매진 

라살(Imagine LaSalle)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로어 웨스트 

사이드(Lower West Side)의 거주자는 시야가 위험하고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따른 접근이 불가능한 기존의 보행자 다리를 건너거나 포터 

애비뉴(Porter Avenue) 입구로 들어가거나 남쪽의 다용도 리버워크(Riverwalk) 트레일을 

이용하거나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횡단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보행자 교량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현재 예산 추정치는 약 1,500만 달러에서 1,700만 달러입니다. 교량을 위해 

뉴욕주는 750만 달러, 랄프 C. 윌슨(Ralph C. Wilson)은 5백만 달러의 공약을 발표하고, 

버펄로시는 3백만 달러를 약속합니다. 뉴욕주의 의도는 이러한 기금을 표준 교체 교량 

비용 이상으로 설계 및 건설 기금을 지원하여 이를 시의 특징적인 건축물로 만들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랄프 C. 윌슨 주니어 센테니얼 파크(Ralph C. Wilson, Jr. Centennial Park)에 있는 석호는 

자연 서식지를 만들고, 녹색 인프라를 통해 물을 저장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해안선 

복원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석호에 250만 달러를 투입할 

것입니다. 버펄로 나이아가라 워터키퍼(Buffalo Niagara Waterkeeper)는 버펄로시, 미 

육군 공병병과(U.S. Army Corps of Engineers),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등 기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석호를 설계하고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 왔습니다. 설계는 기술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투입 및 

사용 가능한 전체 자금 조달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2018년 가을, 버펄로 빌스(Buffalo Bills) 프로 미식축구 프랜차이즈 설립자이자 오랜 

소유주의 미망인 Mary Wilson과 그녀 남편의 이름을 딴 재단은 공원 및 트레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웨스턴 뉴욕 지역에 1억 달러 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 돈의 절반은 

라살 파크(LaSalle Park)를 랄프 C. 윌슨 주니어 센테니얼 파크(Ralph C. Wilson, Jr. 

Centennial Park)로 재설계하는 데 투자될 것입니다.  

  

랄프 C. 윌슨 주니어 센테니얼 파크(Ralph C. Wilson, Jr. Centennial Park)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과정은 버펄로시와 버펄로 대학교 지역 연구소(University at Buffalo 



 

 

Regional Institute)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들은 이러한 노력이 포괄적이고, 

성실하며, 고무적이고, 무엇보다 폭넓은 것이라는 점을 보증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랄프 C. 윌슨 주니어 센테니얼 파크(Ralph C. Wilson, Jr. Centennial Park)의 

완공은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Byron W. Brow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랄프 C. 윌슨 주니어 센테니얼 파크(Ralph 

C. Wilson, Jr. Centennial Park)는 버펄로의 워터프론트와 이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주지사의 특별한 헌신에 기반합니다. 공원의 새로운 보행자 교량을 위한 도시의 

추가적인 300만 달러 덕분에 버펄로 최대의 워터프론트 공원으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Sean Ry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사이드 버펄로 주민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라살 파크(LaSalle Park)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사람들은 최첨단 공원으로 바뀌는 라살(LaSalle)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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