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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애디론댁 공원 관리청 회장으로 JOHN LYMAN ERNST 지명

상원의원이 복귀할 때 Ernst 회장을 재임명할 예정
Ernst, 애디론댁 기관 관련 업무에 40년 동안 참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John Lyman Ernst를 애디론댁 공원청(Adirondack Park
Agency)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Ernst는 APA 이사회(APA Board)에 재임명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디론댁 공원은 뉴욕의 고유한 자산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지역 전체의 관광과 소규모 사업체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번 임명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존 구역의 장기적인 공공 및 민간 토지
용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Ernst는 노스 컨추리(North Country)에 큰
기여를 해왔으므로 애디론댁 공원청의 다음 회장으로 승진하여 이 소중한 자연 경관의
미래를 더욱 밝혀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John Lyman Ernst는 2016년 6월에 APA 이사회에 임명되었습니다. Mr. Ernst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규제 프로그램(Regulatory Programs), 뉴욕주 소유 토지, 집행, 공원 정책
및 기획 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최근에는 뉴욕주 소유 토지, 공원 생태계 및 공원 정책
및 기획 위원회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rnst는 또한 뉴욕시의 민간 투자회사의
회장 겸 사장이기도 합니다. 아내 Margot와 함께 에섹스 카운티 노스 허드슨(North
Hudson)의 엘크 레이크 랏지(Elk Lake Lodge)를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1905년에
할아버지가 클리어 폰드(Clear Pond)에서 야영을 한 후부터 노스 허드슨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1963년에 엘크 레이크 랏지는 뉴욕주에 첫번째 보존구역 지역권을
기부했습니다. 이 지역권은 엘크 레이크의 해안선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에
뉴욕주에 기증된 지역권은 이 부지의 나머지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며 딕스
마운틴(Dix Mountain)과 마시 마운틴(Marcy Mountain) 스테이트 트레일에 대한 일반인
접근 권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칼리지(Harvard College)를 졸업한 Ernst는 애디론댁 관련 기관을 위해 40년
동안 일해왔으며, 애디론댁 위원회(Adirondack Council), 애디론댁 재단(Adirondack
Foundation)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애디론댁 토지 소유주 협의회(Adirondack

Landowners Association) 회장의 경력도 있습니다. 또한 애디론댁 자연
보존국(Adirondack Nature Conservancy), 애디론댁 토지 신탁(Adirondack Land Trust),
애디론댁 센터 포 라이팅(Adirondack Center for Writing), 애디론댁 레이크
설문회사(Adirondack Lakes Survey Corporation), 뉴욕주 관광산업 자문 위원회(New
York State Tourism Advisory Council) 등의 이사회에서도 활동했습니다. 노스 컨추리
공영 라디오 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 of North Country Public Radio)
구성원이기도 했으며 뉴욕 LCV(New York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및 뉴욕 LCV
교육기금(New York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Education Fund)의 이사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오픈 스페이스 인스티튜트(Open Space Institute)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결과 아메리칸 인디언 국립 박물관(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의 이사가 되었으며 아메리카 인디언-NY 국립
박물관과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Smithsonian Institution)의 공동 회장직을 맡기도
했으며, 뉴멕시코 산타페의 인류 경험에 대한 첨단 연구 학교(School for Advanced
Research on the Human Experience)의 이사회 관리자로 활약했습니다. John Ernst는
현재 아내 Margot과 함께 뉴욕시와 노스 허드슨 타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PA 전무 Terry Martin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디론댁 공원청은 John Ernst씨를
이사회 회장으로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Hochul 주지사가 애디론댁 공원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Ernst는 2016년에 처음 임명된 후부터
이사회 심의를 할 때 현명한 의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