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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주립공원, 산책로, 유적지 및 공유지 협력 기관에 대한 $900,000의 

보조금 발표  

  

민간 및 공공 자금을 활용하여 뉴욕주 전역에서 27개 프로젝트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립공원, 산책로, 유적지, 공유지 등을 관리하는 27개의 

비영리 기관에 대해 9십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자본 프로젝트를 위한 민간 자금을 조성하고, 정비 및 미화사업을 수행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별 이벤트를 개최하여 일반인의 공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제휴 

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풀뿌리 조직은 우리 뉴욕주의 공원, 유적, 

트레일, 공공 토지에 대한 관리와 프로그램에 매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쁩니다. 헌신적인 공원 파트너 조직과 

마찬가지로 뉴욕주는 공공 부지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공원과 

환경 보호를 위해 대규모 자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자금 지원으로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 여름 시즌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파크 앤드 트레일 파트너십 보조금(Park and Trail Partnership Grants) 프로그램은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을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보조금은 

비영리 지지 단체인 공원 및 트레일과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7차 라운드 보조금에 대한 

민간 자금 매칭 규모는 250,000 달러 이상입니다. 수혜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금액의 10 

퍼센트 이상을 외부 자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 공원 프렌즈 그룹(State 

Park Friends Groups)과 자원봉사자들은 공원 시스템의 성공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번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우리 파트너의 의지와 역량을 최대로 활용해 뉴욕 

전역에 위치한 공원, 유적지, 트레일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Basil Seggos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렌즈 그룹 등 파트너와 비영리 단체의 노력은 

DEC의 환경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는 물론 보존 활동 추진과 주정부 소유 부지의 

프로젝트 진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오늘 발표햔 900,000 



달러의 보조금 지급 발표에 따라, 이렇게 중요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여 주정부 부지와 

수역, 시설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크 앤 트레일 뉴욕(Parks & Trails New York)의 Robin Dropki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외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뉴욕주 공원의 방문객이 늘어나며, 

공유지가 확장되는 가운데 공공 파트너십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크 앤드 트레일 파트너십 보조금은 그러한 제휴 관계에서 프렌즈 그룹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Jose M. Serrano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리와 보존을 비롯해 더욱 많은 

사람이 주립공원 시스템에서 자연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의 

프렌즈 그룹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발표를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주립공원 이용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공원, 레크리에이션, 유적지 보존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과 파크 앤드 트레일 뉴욕에 축하를 

전합니다."  

  

Daniel O'Donne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원에 대한 이번 투자는 뉴욕 

주민의 삶에서 이러한 공간이 가지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방문객들이 즐겁게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야외 공간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공 공간을 유지, 보수해주신 지역 지도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  

• 컬럼비아 프렌즈 오브 더 일렉트릭 트레일(Columbia Friends of the 

Electric Trail)(8,600 달러) - 올버니-허드슨 일렉트릭 트레일(Albany-

Hudson Electric Trail)의 컬럼비아 카운티 구간에 여덟 개의 공원 벤치 

설치.  

• 프렌즈 오브 모로 레이크 주립공원(Friends of Moreau Lake State 

Park)(48,928 달러) - 키오스크 및 인터랙티브 표지판을 포함한 새로운 

트레일 헤드를 설치하여 접근성 개선.  

• 어퍼 허드슨 노던 캐츠킬 천연자원 신탁 dba 그린 랜드 신탁(Upper 

Hudson Northern Catskill Natural Resource Trust dba Greene Land 

Trust)(8,800 달러) -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진입 구간에 위치한 

소규모 컬버트 교체를 위한 시공 및 상세 계획 수립.  

  
Central New York  



• 프렌즈 오브 멕시코 포인트 파크(Friends of Mexico Point Park)(30,592 

달러) - 키오스크 및 교육 목적 표지 등을 주차장에서 파빌리온, 화장실, 

호수 주변으로 이어지는 통행로에 설치하여 접근성 강화.  

  

핑거 레이크  

• 로체스터 인클루시즈 커뮤니티 로잉(Rochester Inclusive Community 

Rowing)(11,592 달러) -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보트하우스 및 DEC 

부지에서 로잉 독까지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 건설.  

• 소넨버그 가든스 앤드 맨션 주립 역사 공원(Sonnenberg Gardens and 

Mansion State Historic Park)(12,568 달러) - 아카이브 및 보존 유물 

디지털화.  

• 프렌즈 오브 렛치워스 주립공원(Friends of Letchworth State Park)(10.750 

달러) - 어퍼 폴스 지역에서 시민 보호 협회(Civilian Conservation Corps)의 

유산인 석재 테이블 복원 및 보존.  

• 프렌즈 오브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Friends of the Genesee Valley 

Greenway)(60,000 달러) - 일관성 있는 트레일 마케팅, 기업 유치 및 성장, 

트레일-타운 연계성 확보를 위한 지지 및 자금 확보 등을 중심으로 제네시 

밸리 트레일 타운 이니셔티브(Genesee Valley Trail Town Initiative)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수준의 전문적인 조정과 기술 지원 확보.  

  

허드슨 밸리  

• 바네만 캐슬 신탁(Bannerman Castle Trust)(100,000 달러) - 단체의 개발 

활동을 평가 및 추진하고 주요 기부자를 확인, 모집, 관리할 수 있는 개발 

담당자 고용.  

• 프렌즈 오브 밀스 맨션(Friends of Mills Mansion)(32,000 달러) - 

슈타트버그 주 역사 유적지(Staatsburgh State Historic Site)에 위치한 

도서관의 복원 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적절한 자재 구매.  

• 프렌즈 오브 더 올드 크로톤 아쿠아덕트(Friends of the Old Croton 

Aqueduct)(26,427 달러) - 키퍼스 하우스 방문자 센터(Keeper's House 

Visitor Center)의 외관을 개선하고 건물 출입구를 미국 장애인법(ADA) 

기준에 따라 사용성 증대하는 한편, 크로톤 댐(Croton Dam)에서 이어지는 

아치와 기기 장치를 설치해 아쿠아덕트(Aqueduct)에 대한 방문객 이해 

증진 도모.  

• 리틀 스토니 포인트 시민 협회(Little Stony Point Citizens 

Association)(16,200 달러) - 행사, 뉴스레터, 홍보 등을 통한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와 구성원, 기부자, 자원봉사자 등을 관리하는 지역사회 

자원 봉사 관리자 고용.  



• 스토니 킬 재단(Stony Kill Foundation)(76,104 달러)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모집 역량을 개선하고 스토니 킬 농장(Stony Kill Farm) 및 

연계 트레일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매니저 

고용.  

• 프렌즈 오브 록랜드 레이크 앤 훅 마운틴(Friends of Rockland Lake and 

Hook Mountain)(68,000 달러) - 고등학생을 위한 파일럿 멘토 프로그램 

조직, 추가로 4학년 학생이 공원에서 현장 과학 및 역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확보, 장기적 효과 평가를 위해 과거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조사 실시.  

  
Long Island  

• 프렌즈 오브 코넷퀏(Friends of Connetquot)(41,000 달러) - 송어를 기르는 

양식장을 직접 관찰하고 강물 복원 과정에 대한 교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식장 건물에 전망대에 전시 계획 수립 및 설치.  

• 롱아일랜드 그린벨트 트레일 컨퍼런스(Long Island Greenbelt Trail 

Conference)(25,670 달러) - 행정 및 기술 인프라 업데이트로 조직 역량 

증대.  

  

뉴욕시  

• 프렌즈 오브 갠트리 플라자 주립공원(Friends of Gantry Plaza State 

Park)(15,500 달러) - 많은 이용객으로 인한 갠트리 플라자 

주립공원(Gantry Plaza State Park) 조경 유지 보수 문제 해결.  

  
North Country  

• 애디론댁 마운틴 클럽(Adirondack Mountain Club)(14,750 달러) - 

뉴욕에서 가장 높은 산인 마운틴 마시(Mt. Marcy) 동쪽에 위치한 펠프스 

트레일(Phelps Trail)에서 지속가능한 트레일 복원 사업 진행.  

• 아주르 마운틴 프렌즈(Azure Mountain Friends)(3,600 달러) - 소방타워 

부지 복원 및 지역 공립학교 자원봉사.  

• 존 브라운 리브스!(John Brown Lives!)(26,500 달러) - 존 브라운 농장 주 

역사 유적지(John Brown Farm State Historic Site) 지원 단체의 효율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혁신적인 전략 계획 절차를 진행하여 역량 개발.  

  

서던 티어  



• 프렌즈 오브 로버드 H. 트레만 주립공원(Friends of Robert H. Treman 

State Park)(36,140 달러) - 역사유적인 올드 밀(Old Mill) 지붕 교체.  

• 프렌즈 오브 로저스(Friends of Rogers)(80,000 달러) - 성인 및 고령자 

중심의 특수 이익 그룹을 비롯해 학생, 청소년,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주도, 조직을 담당하는 환경 교육관 직무 설치.  

  

웨스턴 뉴욕  

• 프렌즈 오브 앨러게니 주립공원(Friends of Allegany State Park)(23,400 

달러) - 역사유적인 레드 하우스 소우밀(Red House Sawmill) 리노베이션.  

• 임팩트: 프렌즈 임프로빙 앨러게니 카운티 트레일스(IMPACT: Friends 

Improving Allegany County Trails)(10,000 달러) - 컨설턴트 참여 하에 

조직 성장 및 유지를 위한 3개~5개년 로드 맵 수립.  

• 나이아가라 포스트 극장(Niagara Post Theater)(30,379 달러) - 역사적인 

극장의 천장 리노베이션.  

• 올드 포트 나이아가라 협회(Old Fort Niagara Association)(75,000 달러) - 

역사적인 18세기 리다우트 구조물 두 개 보존.  

  

회계연도 2023 제정 예산은 파크 앤 트레일 파트너십 보조금 기금의 차기 라운드에 

200만 달러를 제공하며, 이는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고, 우리의 수원을 보호하고, 보존 노력을 증진하고 뉴욕 시민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억 달러의 기록적인 환경 보호 기금을 제공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주립공원의 예산은 1억 4,000만 달러 증액되어 총 2억 5,000만 

달러입니다. 이러한 기금 증가는 뉴욕 주립 공원을 개선하고 개선하는 데 투자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당한 수준의 자금은 뉴욕의 대표 공원의 지속적인 변화를 돕고 공원 

시스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파크스 앤드 트레일스 뉴욕은 뉴욕주의 공원과 산책로를 위한 주요 옹호 기관으로서 

35년 동안 풀뿌리 단체와 협력하여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녹지대 활용 및 이용을 

통해 뉴욕 주민들의 건강, 경제,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ptny.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은 연간 7,8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하는 250개가 

넘는 개인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주립공원 

레크리에이션 구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518-474-0456번으로 

문의하시거나 parks.ny.gov을 방문하거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팔로우하십시오.  

  

###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7a6e8bf0-25f5b2b1-7a6c72c5-000babda0106-f00d92fc70171658&q=1&e=8993aff2-7aa0-49c3-a58c-2c3d4695387f&u=http%3A%2F%2Fwww.ptny.org%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7a6e8bf0-25f5b2b1-7a6c72c5-000babda0106-f00d92fc70171658&q=1&e=8993aff2-7aa0-49c3-a58c-2c3d4695387f&u=http%3A%2F%2Fwww.ptny.org%2F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parks.ny.gov%2F&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8486ba6833041164bcc08da39b84d5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576101404068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EtC5Nw%2F45TwL32dSlK4mCkClKByDFPxJFJara3mKG2g%3D&reserved=0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5b9eb51f-071f8de4-5b9c4c2a-000babd9f8b3-a440aafa862efecd&q=1&e=8fd41bda-836c-474c-abb0-a8c12c69ddd5&u=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tateparks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twitter.com%2FNYstateparks&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8486ba6833041164bcc08da39b84d5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576101404068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2BoHnRtEtodJByLrahSkQUZMakIRq10LOT7x4FOg7XE%3D&reserved=0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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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8486ba6833041164bcc08da39b84d5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576101404068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Z4BnnUUP%2Be0s8wsDFUf4vdQl08miph3btA1aqvCmfEo%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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