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8년 시정 방침(STATE OF THE STATE)의 23 번째 제안 발표: 

뉴욕시에서 가장 새롭고 가장 큰 규모의 주립 공원을 개장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및 뉴욕시와 협력  

  

자메이카 베이(Jamaica Bay)의 주립 공원으로 전환되는 브루클린 소재 407 에이커 

규모의 생태 복원 부지  

  

렌더링 보기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8 년 시정 방침(2018 State of the State)의 23 

번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및 뉴욕시와 

협력하여, 뉴욕주는 뉴욕주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 중 한 곳에 

새로운 중요한 공공 녹지 공간을 제공하도록 브루클린의 자메이카 베이(Jamaica Bay)에 

407 에이커 규모의 새로운 주립 공원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주립 공원은 센트럴 브루클린의 모든 주민을 위해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한 34 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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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하려는 주정부의 활동을 보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주립 공원은 자메이카 베이(Jamaica 

Bay) 해안에 있는 수백 에이커의 아름다운 공원 부지를 제공받아 조성된 브루클린 

중심부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공공 녹지 공간에서 레크리에이션, 

의료, 지역사회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복지를 

위한 새로운 문을 공원이 가장 필요한 뉴욕 주민들에게 열어 줄 것입니다.”  

  

뉴욕주는 공원을 개보수하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 미래의 자본 투자를 

보장하도록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과의 예비 합의서(preliminary 

agreement)에 서명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과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자본 프로젝트의 제 1단계가 시작됩니다. 제 1단계에서는 3.5 마일 

길이의 워터프론트, 수 마일에 걸친 오솔길 및 트레일, 토착 식물로 뒤 덮인 해안 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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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등을 만들어서 복원한 부지를 개장하기 위해 1,500만 달러의 주정부 투자가 

지원됩니다.  

  

이 공원에는 자전거 타기, 하이킹, 낚시, 카약 타기, 워터프론트 환경 교육 등과 같은 수중 

활동 기회가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그늘 구조물, 구내 매점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의 승인을 받을 경우, 

제 1단계는 2019년에 완전히 개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독특하고 광활한 문화 및 자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두 부지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전용 환경 교육 시설 건설, 원형 극장 건설 공사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407 에이커 규모의 부지에는 펜실베니아 애비뉴 

매립지(Pennsylvania Avenue Landfill)와 파운틴 애비뉴 매립지(Fountain Avenue 

Landfill)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매립지들은 1956년에서 1983년까지 뉴욕시 

위생부(NYC Department of Sanitation)에서 운영했으며, 1974년에 게이트웨이 국립 

레크리에이션 지역(Gateway National Recreation Area)의 일부로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에 양도되었습니다. 2002년에 뉴욕시 

환경보호부(NYC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는 미래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불침투성 캡(impermeable cap) 및 지하 장벽(below-ground barrier)의 설치를 

포함하여 2억 3,500만 달러의 부지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120만 입방 야드 이상의 깨끗한 토양이 최대 4 피트 깊이로 이 부지에 퍼져있으며 

35,000 그루 이상의 나무와 관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대초원과 토종 식물을 추가할 경우 

침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야생 동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400 에이커가 

넘는 해안 초원, 습지, 삼림 지대 등이 있는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모든 정화 작업 및 복원 작업이 2009년에 청취한 중요한 지역사회 의견대로 

완료되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과 뉴욕시와의 예비 합의에 따라, 뉴욕 주립 

공원(New York State Parks)은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이전의 매립지 인프라를 계속 관리하게 될 

뉴욕시 환경보호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등과 

협력하여 공공 공원을 계획, 개발, 개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 공원(State Parks)은 전통적으로 좋은 공원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브루클린의 이웃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260만 

명의 인구 뒷 마당에 있는 자연 보호 구역은 개방된 경사진 언덕과 3.5 마일 길이의 

워터프론트, 도시와 자연 사이의 연계성, 초원까지 갖추어져 있는 아스팔트 등이 

특징입니다. 저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와 협력한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과 환경보호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북부에 위치한 23 곳의 명승지가 있는 국립 공원 11 곳을 감독하는 국립 

공원 뉴욕 하버(National Parks New York Harbor)의 Joshua Lair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대중의 즐거움을 위해 더 많은 연방 정부 토지를 일반에 

공개하려는 Zinke 장관의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립 공원(National 

Park)은 서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국립 공원은 또한 뉴욕시의 뒷마당인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뉴욕주에 대한 관심 덕분에, 게이트웨이 국립 레크리에이션 지역(Gateway 

National Recreation Area)에서 절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구역이 곧 대중의 즐거움을 위해 

공개될 것입니다. 이 협력 활동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도록 과거의 펜실베이니아 및 

파운틴 애비뉴 매립지 부지(Pennsylvania & Fountain Avenue Landfill site)에서 공원을 

운영하기 위해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확대하려는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의 권한은 뉴욕주의 아이디어와 일치합니다. 브루클린 주민과 뉴욕시 및 미국 전 

지역의 관광객들은 곧 뉴욕 하버(New York Harbor)의 광대한 풍경과 자메이카 

베이(Jamaica Bay)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택 및 경제 개발부(Housing and Economic Development)를 담당하는 Alicia Glen 

뉴욕시 부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립지를 폐쇄한 후 그 부지를 아름다운 

공공 녹지 공간과 복원된 습지로 바꾸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시정부는 이 

시도를 자부심을 가지고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 부지를 준비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시정부의 환경보호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에 아름다운 새로운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 주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Hakeem Jeffrie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천연자원, 탁 트인 

전망,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 등이 풍부한 이 지역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일은 공원과 

공공 녹지 공간이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 지역사회의 꿈을 브루클린을 위해 실현시켜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모든 협력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프랜즈 어브 펜 앤 파운틴 파크스 주식회사(Friends of Penn & Fountain Parks, Inc.)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이 자메이카 베이(Jamaica Bay)에서 막 실현되고 있습니다. 

Andrew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에 대한 ‘공공 녹지 공간(Open Spaces)’ 명령 덕분에, 

펜 앤 파운틴 파크스(Penn and Fountain Parks)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동부 뉴욕 

주민들은 자메이카 베이(Jamaica Bay) 레크리에이션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뉴욕 주민의 미래 세대들은 펜 앤 파운틴(Penn and Fountain)에서 웅장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시야가 닿는 한 멀리까지 숨이 막히는 엄청난 경관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프랜즈(Friends)의 우리에게 있어, 이는 지역사회 참여 운동을 하면서 지낸 

25년의 역사 속에서 맞이하는 정점의 순간입니다.”  

  



 

 

자메이카 베이-록커웨이 파크 보호 협회(Jamaica Bay-Rockaway Parks 

Conservancy)의 Thomas F. Secunda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센트럴 브루클린의 주민들은 워터프론트와 공공 녹지 공간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이 과거의 매립지를 멋진 새로운 공원으로 바꾸기 위한 수십 년 동안의 

활동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와 방문객들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갖춘 공원을 위해 흥분되는 계획을 개발한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 

Harvey 커미셔너님, 뉴욕 주립 공원(New York State Parks), 마이클 밴 발켄버그 

어소시에이츠 주식회사(Michael Van Valkenburgh Associates, Inc., MVVA) 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시장실(Mayor's 

Office), 뉴욕시 환경보호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등을 비롯하여 이 공원을 개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 정부 기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날을 위해 오랜 기간을 기다린 지역사회 및 리더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없을지 모릅니다. 자메이카 베이-록커웨이 파크 보호 협회(Jamaica 

Bay-Rockaway Parks Conservancy)는 그들과 함께 이 노력을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공공 녹지 공간이 자메이카 베이(Jamaica 

Bay)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공원이자 보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파크(Brooklyn park)는 뉴욕시에서 Cuomo 주지사가 개장한 두 번째 주립 

공원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2012년에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포 프리덤즈 

스테이트 파크(Franklin D. Roosevelt Four Freedoms State Park)를 헌정했습니다. 주립 

공원(State Parks)은 뉴욕시의 5 개 자치구 전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7 개의 주립 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퀸즈의 베이스워터 포인트 스테이트 파크(Bayswater Point State 

Park) 및 갠트리 플라자 스테이트 파크(Gantry Plaza State Park), (2) 브루클린의 이스트 

리버 스테이트 파크(East River State Park), (3) 스태튼 아일랜드의 클레이 피트 폰즈 

스테이트 파크(Clay Pit Ponds State Park), (4) 맨해튼의 리버뱅크 스테이트 

파크(Riverbank State Park), (5) 브롱크스의 로베르토 클레멘테 스테이트 파크(Roberto 

Clemente State Park) 주지사는 또한 2015년에 버펄로 하버 스테이트 파크(Buffalo 

Harbor State Park)를 개장했으며 올해 초 롱아일랜드에서 할록 스테이트 파크 

보호구역(Hallock State Park Preserve)을 개장했습니다.  

  

이 공원은 센트럴 브루클린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Cuomo 주지사의 

전체적이고 역사적인 14억 달러 규모의 필수적인 브루클린 모델(Vital Brooklyn 

model)에 대한 특징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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