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2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브루클린에 새 윌리엄 도허티 병장 공원(SERGEANT WILLIAM 

DOUGHERTY PARK) 오픈함 발표  

  

1,200만 달러 규모의 공원 확장 및 개조가 코슈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근처 

공사의 일환으로 완성  

  

프로젝트는 주지사가 만든 14억 달러 규모의 바이탈 브루클린 계획(Vital Brooklyn 

Initiative) 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루클린 그린포인트(Greenpoint)에 윌리엄 도허티 

병장 공원(Sergeant William Dougherty Park)이 오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원은 

코슈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근처 공사의 일환으로 확장되고 완전히 

개조되었습니다. 이는 1964년 베라자노 브리지(Verrazano Bridge) 이후로 뉴욕시에서 

처음 지은 다리입니다. 1,200만 달러 규모의 공원은 William T. Dougherty 병장의 이름을 

땄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이 공원에서 놀았던 세계 2차대전의 

영웅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 공원은 우리 지역사회에 필수적입니다. 

새롭게 확장된 녹지는 지역 가족들과 거주민들을 위한 활기찬 명소가 될 것입니다. 새 

윌리엄 도허티 병장 공원(Sergeant William Dougherty Park)이 어린 시절 이 공원에서 

놀았던 전쟁 영웅이자 지역 거주민이었던 분의 이름을 딴 것은 잘 어울립니다. 그의 

정신은 앞으로 오랫동안 이 공원 공간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 지역 공무원, 도허티 병장의 가족이 오늘 공원 오픈식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신 커뮤니티 공원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새 공공 장소를 제공하며 William Dougherty 병장의 용기와 희생을 

기립니다. 이 새 공원에는 놀이터, 스케이트 공원, 농구 코트, 기타 편의시설 등 개선된 

특징이 많습니다. Dougherty 병장이 어렸을 때처럼 이 공원은 거주민들이 연결되고 놀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이며 브루클린과 뉴욕시 전역을 발전시키고 기회를 만들려는 

우리의 활동을 지속합니다.”  

  



 

 

이 개선된 공원은 주지사가 만든 14억 달러 규모의 바이탈 브루클린 계획(Vital Brooklyn 

Initiative)과 센트럴 브루클린의 모든 주민을 위해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한 34곳의 

신규 또는 개선된 도심 속의 작은 공원, 지역사회 정원, 놀이터,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을 

건설하려는 주정부의 활동을 보완합니다.  

  

새 공원에는 놀이터, 스케이트 공원, 농구 코트, 핸드볼 코트, 스프레이 샤워와 휴식 

공간이 있는 물놀이 구역이 있습니다. 현대적이며 풍경이 조경이 설계된 시설 전체에는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aul A. Karas 대행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코슈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와 아름다운 새 도허티 병장 

공원(Sergeant Dougherty Park)은 Cuomo 주지사님이 어떻게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계속해서 번영하도록 만들고 계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Dougherty 병장은 브루클린의 

아들이었으며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레크리에이션 기회와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장의 고향 공원에 그를 

기리는 이름을 붙인 것이 잘 어울립니다.”  

  

8억 7,300만 달러 규모의 코슈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공사의 일환으로 

브루클린-퀸즈 고속도로(Brooklyn-Queens Expressway, BQE)(I-278)는 재배열되었으며 

체리 스트리트(Cherry Street) 근처는 남쪽으로 약간 재배치되었습니다. 도허티 병장 

공원(Sergeant Dougherty Park)은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으로 구조가 변경되었고 포터 

에비뉴(Porter Avenue)를 향해 동쪽으로 살짝 확장되었습니다. 해당 공원은 상징적 

코슈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의 서쪽에 있으며 공원 내부에서 다리가 보입니다.  

  

밴더부트 에비뉴(Vandervoort Avenue), 체리 스트리트(Cherry Street), 앤소니 

스트리트(Anthony Street), 포터 에비뉴(Porter Avenue)에 둘러싸인 공원의 이름은 

1948년에 2차 세계대전 주 방위군(Army National Guardsman)으로서 1944년 7월 9일 

태평양 서부 사이판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William Dougherty 병장을 기리기 위해 

개명되었습니다. 전설적인 뉴욕시 출신 69번 미 육군 보병 연대(Infantry Regiment of the 

U.S. Army)인 “싸우는 육십구(Fighting Sixty-Ninth)”의 일원이었던 Dougherty는 사후 

퍼플 하트(Purple Heart)와 브론즈 스타(Bronze Star)를 받았습니다.  

  

William Dougherty 병장의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주가 저희 삼촌을 

기리기 위해 도허티 병장 공원(Sergeant Dougherty Park)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매우 기쁩니다. 재건설 및 공원 디자인의 현대적 특징 추가로 요즘 세대를 더 

많이 끌어들일 것이며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영원히 남을 유산로서 공원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이 장소의 개인적이고 영웅적인 성격을 강조할 것입니다.”  

  

뉴욕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는 공원을 

소유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슈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프로젝트는 78년 된 



 

 

다리를 두 개의 최신 사장교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Cuomo 주지사는 2017년 4월 

다리의 첫 경간을 개방했습니다. 퀸즈방향 다리는 두 번째 브루클린 방향 다리가 내년에 

완성될 때까지 브루클린-퀸즈 고속도로(Brooklyn-Queens Expressway)의 각 방향에 

삼차로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원래 프로젝트 일정보다 4년 앞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량이 완공될 경우, 브루클린-퀸즈 고속도로(BQE)의 퀸즈 방향으로 다섯 개 

이동 차선, 브루클린 방향으로 네 개 이동 차선, 총 아홉 개의 차선이 생깁니다. 또한 

브루클린 방향 경간에는 맨해튼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20피트 넓이의 다목적 

자전거로/보도가 생길 예정입니다. 매일 약 20만 명의 통근자가 새 다리를 이용할 

것입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계획(Vital Brooklyn initiative)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구월에 

뉴욕시에서 가장 큰 주립 공원이 내년 브루클린에 오픈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07에이커 규모의 새로운 공원은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으며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 의원이었고 첫 여성 대통령 출마자였던 선구자 Shirley Chisholm의 

이름을 붙여 기릴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11월, 센트럴 브루클린에서 발달 장애인, 위탁 가정에 해당되지 않는 성숙한 

개인, 만성적인 노숙자 가정 등을 위한 아파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 2,700개가 

넘는 100퍼센트 적정 가격의 주택을 짓기 위해 선정한 제안서 4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2회차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합리적 가격의 주택 제안 요청서 

공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합리적 가격의 주택 4,000가구를 만드는 5억 7,800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8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가 센트럴 브루클린의 뉴욕시 

주택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이 소유한 미활용 토지에 노년층을 위해 

건설한 적정가 주택 1,000가구를 재정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Cuomo 주지사는 8개 지역사회 정원을 개조 및 변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기타 14개 지역사회에 직수를 연결을 하는 데 31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작업은 2019년 가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주지사는 또한 중요 외래진료 

장소와 연방 자격에 맞는 브루클린 기반 건강 센터 여섯 곳과 맺은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억 1,000만 달러 규모이자 32개 장소로 구성된 외래진료망 기초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종합적 계획의 다음 단계로 여름 내내 센트럴 브루클린 지역사회에서 

영양가 있는 식품 이용성을 높이고 만성적 식품 불안정성 및 건강 격차를 해결하는 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지역사회에서 신선한 로컬 푸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돕고, 생활 방식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모바일 시장, 노년층을 위한 식품 공급 불안정성 점검, 젊은이가 운영하는 농민 직판장, 

지역사회 정원, 식량 배급 허브 연구 등에 182만 5,000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ycs-largest-state-park-open-brooklyn-2019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1000-affordable-homes-targeted-nycha-seniors-central-brooklyn#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xt-step-14-billion-vital-brooklyn-initiative#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ocations-expanded-services-and-partnerships-vital-brooklyns-210#_blank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thumbnails/image/VB_Map.png#_blank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08.17.18%20VB%20Maps.pdf#_blank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08.17.18%20VB%20Maps.pdf#_blank


 

 

Carolyn B. Malon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윌리엄 도허티 병장 

공원(Sergeant William Dougherty Park)이 재오픈하여 기쁩니다. 이는 오래 전에 

약속했던 변화의 실현입니다. 해당 공원은 지난 60년 동안 개선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마침내 공원이 가능성을 완전히 발휘함을 확인했습니다. 코슈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교체 프로젝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정부가 지원금을 대기로 약속한 첫 

공원으로서 시작이 좋습니다. 새 다리 건설을 위해 연방 지원금 6억 7,000만 달러를 

확보하여 기쁩니다. 이는 교체 프로젝트 비용의 약 85%입니다. 지역사회가 이미 첫 

경간으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 더욱 기쁩니다. 아름답게 개선된 도허티 병장 

공원(Sergeant Dougherty Park)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공원이 빽빽한 도시 

지역사회에서 오아시스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추억을 만들 장소와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Joseph R. Lento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지는 뉴욕 주민들에게 

굉장한 자산입니다. 우리 도시처럼 빽빽한 곳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녹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 다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개선되고 확장된 공원을 얻었습니다. William 

Dougherty 병장은 우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므로 지역사회에 이 공원을 

되돌려주는 것은 그 분을 기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사회가 아름다운 새 

공원을 갖게 해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브루클린 자치구의 Eric Adams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원은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과 가족들을 함께 모여 레크리에이션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공원이 확장되고 개조됨으로써 그린포인트(Greenpoint)에 

Dougherty 병장의 유산이 남게 되어 기쁩니다. 이는 주정부가 녹지가 필요한 

지역사회를 지원하여 가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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