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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상원의 공원 행정 임명안 인준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상원이 새로운 공원 행정 후보자들을 인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는 많은 공원과 천연 트레일이 

있습니다. 숙련된 지도자가 헌신적으로 전국의 방문객들이 공원이 가진 천혜의 경관을 

최대로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에서 

몬탁 포인트(Montauk Point)에 이르기 까지, 우리의 주립 공원과 유적지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보물 그 자체입니다. 저는 임명자들이 공원 시스템 현대화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Raul "Rocci" Aguirre는 사라토가-주도 지구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유적 보존 

위원회(Saratoga-Capital District State Park,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에 인준되었습니다. 현재 Aguirre 씨는 애디론댁 위원회(Adirondack 

Council) 부국장입니다. Aguirre 씨는 부국장으로서 조직 전반이 위원회의 긍정적인 보존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고 운영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엘리자베스타운에 위치한 뉴욕 애디론댁 위원회는 애디론댁 파크(Adirondack Park)의 

환경, 청정 공기 및 수자원 보호를 비롯해 더욱 친환경적인 뉴욕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신괴받는 파트너입니다. 합류 전, Aguirre 씨는 뉴 햄프셔 키니의 모나드녹 보존 

기구(Monadnock Conservancy)에서 보존 프로젝트 선임 매니저를 역임했습니다. 

Aguirre는 국립 공원 서비스(National Park Service)에서 공원 감시대원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Aguirre 씨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코틀랜드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 

뉴잉글랜드의 안티오 대학교(Antioch University)에서 자원 관리 석사를 

받았습니다. Aguirre 씨는 위원회 유일한 라틴계 위원입니다.  

  

Kathryn Flacke Muncil 는 레이크 조지 파크 워원회(Lake George Park 

Commission)에 인준되었습니다. Muncil 씨는 뉴욕 레이크 조지의 포트 윌리엄 헨리 

코포레이션(Fort William Henry Corporation)의 최고경영자 겸 이사회 의장입니다. Muncil 

씨는 10년 간 최고 재정담당자로 근무한 후, 2003년부터 해당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Muncil 씨는 워런 카운티 경제 개발 공사 위원회(Warren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Board), 워런 카운티 관광 경제 개발 지역사회 위원회(Warren 



County Tourism and Economic Development Community Committee) 등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편, 레이크 조지 프렌치 앤 인디언 워 소사이어티(French and 

Indian War Society at Lake George) 창립 멤버입니다.  

  

Michael J. Chavoustie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유적 보존 

위원회(Thousands Island State Park,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에 인준되었습니다. Chavoustie 씨는 뉴욕 노스 카운티(제퍼슨 

카운티)에서 작은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는 프렌치 타운 마켓(French Town Market)과 컴 

오브 조이 카페(Cup of Joy Caf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업장은 뉴욕 케이프 

빈센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운영과 더불어 Chavoustie 씨는 케이프 빈센트 

상공회의소(Cape Vincent Chamber of Commerce) 대표로 12년간 근무하며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Chavoustie 씨는 또한 카운티 윤리 위원회(County 

Ethics Committee) 위원이며, 지역 워터프론트 개발 추진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Chavoustie 씨는 SUNY 캔튼을 졸업했습니다.  

  

Samika Sullivan은 나이아가라 프론티어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유적 보존 

위원회(Niagara Frontier State Park,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에 인준되었습니다. Sullivan 씨는 2013년부터 근무한 나이아가라 폴스 

주택청(Niagara Falls Housing Authority) 소속 패카드 코트 커뮤니티 센터(Packard Court 

Community Center) 국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Sullivan 씨는 다음과 같이 웨스턴 

뉴욕에서 광범위한 경력을 쌓아 왔습니다.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 

프로젝트 와이즈(Project W.I.S.E.), 나이아가라 카운티 청소년국(Niagara County Youth 

Bureau), 나이아가라 예술 문화 센터(Niagara Arts and Cultural Center), 세인트 어거스틴 

센터(St Augustine Center), 아동 가족 서비스(Child and Family Services). Sullivan 씨는 

나이아가라 폴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Linda Tarrant Reid는 타코닉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유적 보존 위원회(Taconic 

State Park,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에 인준되었습니다. 

Tarrant-Reid 씨는 링컨 애비뉴 코리도의 역사를 교육하고 보존하기 위한 링컨 파크 

보존기구(Lincoln Park Conservancy)의 사무국장입니다. Tarrant-Reid 씨는 뉴 로셸 링컨 

파크(Lincoln Park)에 지역사회 공원을 조성한 2011년부터 "그로우!: 링컨 카운티 

커뮤니티 가든(grow! Lincoln Park Community Garden)"의 공원 행정 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이곳은 1961년 링컨 초등학교(Lincoln Elementary School) 분리 정책 

철폐를 위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노력 제 50주년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10,000 

평방피트 규모의 도시 농장이 링컨 파크의 옛 학교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또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아이오나 

칼리지(Iona College)가 Tarrant Reid 씨의 도시 정원을 도시 조경 및 지속가능성 수업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Tarrant 씨는 또한 "디스커버링 블랙 아메리카: 탐색의 

시대에서 21세기로(Discovering Black America: From the Age of Exploration to the 21st 

Century)"라는 책을 쓴 작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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