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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야외활동 및 모임의 날' 기념 행사 발표  

  

6월 11일 토요일 주립공원과 공공부지에서 가족 친환적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이고 접근가능한 날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야외활동 및 모임의 날(Get Outdoors & Get Together Day)' 

행사가 뉴욕주 전역의 21개 장소에서 6월 11일 토요일에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와 뉴욕주 공원, 여가,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개발장애인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과 

보훈청(Division of Veterans' Services)과 협력하여,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고 야외활동을 

장려하는 무료 저비용 행사를 진행합니다. 야외활동 및 모임의 날은 장애, 연력, 정체성, 

배경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즐겁고 건강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이용객 다양성을 강화하고 주정부 소유 공공 부지에 대한 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지사가 새롭게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지에는 전국적으로 가장 훌륭하고 이용이 

쉬운 야외 활동지가 있습니다. 야외활동 및 모임의 날은 이러한 공간을 소개할 뿐 아니라 

장애에 관계 없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기회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재미있고 이용이 쉬운 야외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뉴욕주는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포용성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 전역에 마련된 21개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확인하고 낚시, 산책, 

하이킹, 새 관찰, 양궁, 캠핑, 패들링 등 다양한 초급 야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각 행사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모든 장소에서는 이용이 쉬운 다양한 활동을 선택하고 적응성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트레일과 해변 이동 보조, 양궁 보조 스탠드, 낚시용 팔 보조 기구 

등 시연이 진행됩니다.  

  

뉴욕의 야외활동 및 모임의 날은 전국 야외활동의 날(National Get Outdoors Day)과 함께 

진행됩니다. 전국 야외활동의 날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야외활동을 장려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Kimberly Hill 뉴욕주 장애 선임 사무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가장 

훌륭한 공원과 주정부 공공 부지의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외활동 및 

모임의 날이 열려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주 전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천혜의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이용가능성 및 

포용을 우선으로 고려해주신 Hochul 주지사, OPWDD, 뉴욕주 공원, DEC, 보훈국에 

감사드립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훌륭한 야외활동은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DEC는 우리의 부지, 수로, 시설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야외활동 경험을 하도록 모든 방문객을 초대합니다. 연관 주정부 기관과 행사를 

위해 협력하게 되어 기쁘며, 모든 연령의 뉴욕 주민들이 장애, 정체성, 삶의 경험에 관계 

없이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원은 친구 및 가족과 모일 

수 있는 천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뉴욕주 주립공원은 장애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이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외활동 및 

모임의 날은 뉴욕의 아름다운 경관을 비롯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부한 여가활동 

기회를 소개합니다. 발달 장애인청, 환경보존부, 보훈국 등 이번 프로그램에 협력해주신 

파트너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Kerri E. Neifeld 뉴욕주 발달장애인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 고려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OPWDD는 NYS 

공원, DEC, 보훈국과 함께 야외활동 및 모임의 날을 실시하게 되어 기쁩니다.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이 일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주정부 기관의 노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OPWDD에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더욱 

풍부한 삶을 살며 지역사회에 충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야외활동 및 모임의 날은 

뉴욕의 공원과 DEC 부지에서 장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Viviana DeCohen 뉴욕주 보훈청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정부와 협력하여 뉴욕의 공공 부지와 수로에 대한 접근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야외활동 테라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자연과 야외 여가 활동을 즐기려는 수요가 전에 없이 늘어났습니다. 아동 비만은 지난 

20년간 두 배로 늘었고, 평균적인 미국 어린이는 매일 30분 이하의 야외활동을 하는 대신 

전자 화면 앞에서 매일 7시간을 보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뉴욕 주민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은 자연 휴식을 위해 야외 및 공공 부지로 나갔습니다. 야외활동 및 

모임의 날 행사는 건강한 야외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모든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DEC 행사 장소 및 활동  

  



DEC 행사 장소:  

• 지역 1/롱아일랜드: 헴스테드 호수 주립공원(Hempstead Lake State Park) - 나소 

카운티  

• 지역 2/뉴욕시: 마운트 로레토 고유 지역(Mount Loretto Unique Area) - 리치몬드 

카운티  

• 지역 3/허드슨 밸리: 스토니 킬 팜 환경 교육 센터(Stony Kill Farm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 더치스 카운티  

• 지역 3/캐츠킬: 케네스 L. 윌슨 캠프그라운드(Kenneth L. Wilson Campground) - 

얼스터 카운티  

• 지역 3/캐츠킬: 캐츠킬 방문객 센터(Catskills Visitor Center) - 얼스터 카운티  

• 지역 3/허드슨 밸리: 롱 독 파크(Long Dock Park)- 더치스 카운티 시닉 허드슨과 

협력  

• 지역 4/캐츠킬: 노스-사우스 레이크 캠프그라운드(North-South Lake 

Campground) - 그린 카운티  

• 지역 4/주도 지역: 파이브 리버스 환경 교육(Five Rivers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 올버니 카운티  

• 지역 5/애디론댁스: 스카룬 매너 캠프그라운드(Scaroon Manor Campground) - 

워런 카운티  

• 지역 6/웨스턴 애디론댁스: 로우빌 삼림 시범 지역(Lowville Forestry 

Demonstration Area) - 루이스 카운티  

• 지역 7/센트럴 뉴욕: 로저스 환경 교육 센터(Rogers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 서냉고 카운티  

• 지역 8/센트럴 뉴욕: ADK 아웃도어 엑스포(ADK Outdoor Expo) - 먼로 카운티와 

합동  

• 지역 9/웨스턴 뉴욕: 레인스테인 우즈 환경 교육 센터(Reinstein Woods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 이리 카운티  

  

모든 장소에서는 다양한 시설과 활동을 휠체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여가 기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사 코디네이터에게 직접 연락하여 필요한 준비를 상담하고 각 

행사지에서 제공하는 장비 및 활동에 대해 확인해 주십시오.  

  

DEC 시설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낚시: 아이 피시 뉴욕(I Fish NY)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낚시 클리닉입니다. 낚시 장비, 기술, 규정, 소비 관련 조언, 낚시 장소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장비를 지참할 수 있고, 낚시대와 릴은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 캠핑 101: 방문객들은 잔디에 텐트를 피칭하고 캠핑 여행용 짐 꾸리기 방법을 

배우는 등 직접 캠핑의 기본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 패들링: 참가자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에 대해 배우고 물에 나가볼 수 

있습니다.  

• 양궁: 참가자들은 활과 화살로 과녁을 노려볼 수 있으며, 중요한 안전 팁에 대해 

배웁니다.  

• 새 관찰: 참가자들은 어디에서나 쉽고 즐겁게 새를 관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하이킹: 참가자들은 짧은 하이킹을 체험하고 스스로 완벽한 트레일을 찾는 기본에 

대해 배웁니다.  

• 야외 안전: 준비와 안전의 기본을 배워 모든 야외활동을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 장애인 이용 가능 야외 여가 활동: 하이킹, 캠핑, 낚시, 선박 등 주 부지에서 이용 

가능한 야외 여가 기회를 참여하고 배웁니다.  

• 롱 독 파크에서 참가자들은 허드슨 리버(Hudson River) 낚시를 체험하고 낚시대와 

릴을 이용한 낚시법과 함께 전통적인 낚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통역사가 행사 현장에 대기합니다.  

     

마운틴 로레토(Mt. Loretto)에서 진행되는 행사와 더불어, DEC와 NOAA는 또한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World Fish Migration Day)의 일환으로 스태튼 아일랜드 레몬 크릭 

파크(Lemon Creek Park)에서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 그물 낚시 행사를 개최니다.  

  

DEC 행사 모두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용객들은 점심 도시락, 게임 또는 스포츠 장비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과 등록 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DE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간이 다르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주립공원 행사 장소 및 활동  

  

주립공원 장소:  

• 롱아일랜드: 성큰 메도우 주립공원(Sunken Meadow State Park)  

• 나이아가라: 버펄로항 주립공원 (Buffalo Harbor State Park)  

• 제네시: 햄린 비치 주립공원(Hamlin Beach State Park)  

• 앨러게니: 앨러게니 주립 공원(Allegany State Park)  

• 사라토가/주도 지역: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Saratoga Spa State Park)  

• 핑거 레이크스: 터재넉 폴스 주립공원(Taughannock Falls State Park)  

• 뉴욕시: 데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Denny Farrell Riverbank State Park)  

• 타코닉: 레이크 타그카닉 주립공원(Lake Taghkanic State Park)  

  

상기 각 장소의 일정 및 프로그램 등 상세한 내용은 www.parks.ny.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이용객들은 점심 도시락, 게임 또는 스포츠 

장비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방문객 편의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www.parks.ny.gov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ec.ny.gov%2Foutdoor%2F113380.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800b9940333b46b9125e08da3d9b13f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003351137513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7SHeVQYlHRoGo3q%2Bodk8DyCrtHNthd6IYIO9MH8JgA%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parks.ny.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800b9940333b46b9125e08da3d9b13f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003351137513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FcKJ9q%2Bz6ZtDpTyCEpksomT0V5t5%2BPVVK0p0SHsL4Z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arks.ny.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800b9940333b46b9125e08da3d9b13f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003351137513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BWliya926JSKrnFnADgSfrwiqLM5RQOiNN8dvzEIGw%3D&reserved=0


DEC는 앤디론댁과 캐츠킬 산림 보호 구역의 300만 에이커, 55개의 캠핑장 및 주간 사용 

구역, 5,000마일이 넘는 정규 산책로, 수백 개의 산책로 입구, 보트장 및 낚시터 등을 

포함하여 거의 500만 에이커의 공공 토지를 관리합니다. 다음 야외 모험을 계획해 

보시고 Facebook, Twitter, Flickr 및 Instagram에서 환경보존부를 팔로우하세요.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250곳이 넘는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산책로, 골프 코스,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2021년 이곳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사상 최고 수준인 7,840만 명이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은 공원 및 방문객 지출로 50억 달러를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수익으로 

약 54,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여가 장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parks.ny.gov를 방문하거나 무료로 뉴욕 주립공원 탐색(NY State Parks 

Explorer)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518.474.0456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발달장애인청(OPWDD)은 지적 장애, 뇌성마비, 다운 증후군, 자폐 스펙트럼, 

기타 신경 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의 인력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PWDD는 600개 이상의 비영리 서비스 제공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PWDD의 사명은 유의미한 인간 관계, 양호한 건강, 개인적 

성장,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등 사람들이 더욱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opwdd.ny.gov를 

방문하시거나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저희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훈국은 뉴욕의 퇴역군인, 군인, 가족 등을 지원하여, 이들이 뉴욕주 군대 및 

미군에 복무한 결과 받을 수 있는 주정부 및 연방 혜택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퇴역군인 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888-838-7697번으로 전화거나 

보훈국 웹사이트를 방문해 DVS 퇴역군인 수당 상담사와 약속을 잡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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