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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립공원, 삼림, 유적지 협력 단체에 대한 45 만 달러 보조금 발표

보조금은 지역 협력 단체의 프로그램 및 모금 노력에 활용
민간 및 지역 기금으로 15 만 달러 이상을 지원할 보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립 공원과 유적지 및 공유지의 관리와 홍보를
위해 헌신하는 22 개의 단체에 45 만 달러의 주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헌신하는 단체들은 자본 사업으로 민간 기금을 조성하고,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별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공원의 공공 이용을 촉진합니다.
파크 앤드 트레일 파트너십 프로그램 (Park and Trail Partnership Program) 보조금은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뿐만 아니라 주 전역의 비영리 단체인 파크스 앤드 트레일스 뉴욕 (Parks
and Trails New York)에서 관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 공원, 트레일, 삼림과 유적지는
세계적인 야외 여가 및 문화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를
성장시킵니다. 이러한 협력 단체들은 우리 주립 공원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이며,
오늘의 보조금은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더 나은 주립 공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들
단체의 프로그램과 모금 노력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과
상징적인 유적지들의 일부 본거지입니다. 이 보조금 기금으로, 우리는 관광에 대한
우리의 전념을 높이고 미래에 그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주 전역에서 이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을 통해 조성된 파크 앤드 트레일
파트너십 프로그램 (Park and Trail Partnership Program) 보조금은 민간 및 지역
기금으로 15 만 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입니다. 파크 앤드 트레일 파트너십 프로그램
(Park and Trail Partnership Program)의 보조금은 다음 사항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뉴욕 주립 공원들, 트레일, 유적지 및 공유지 등의 보존, 관리, 설명,
유지보수, 홍보 등을 강화하고,

•

•

뉴욕 주립 공원들, 트레일, 주정부 유적지 등을 홍보, 유지보수,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지속가능성, 유효성, 생산성, 자원봉사, 기금 모금 활동 능력
등을 향상하며,
주립 공원, 트레일, 그린웨이가 연결된 뉴욕주 전 지역의 네트워크의 성장
및 확장을 통해 야외 여가 활동의 관광산업 및 경제개발 혜택을
홍보합니다.

수상자는 지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역:
•

•

•

프렌즈 오브 베닝턴 배틀필드(Friends of Bennington Battlefield): 전투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통합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도출할 해석적 표지판을
설계, 제작, 배치하기 위한 8,500 달러
프렌즈 오브 파이브 리버스(Friends of Five Rivers): 기부자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고 단체의 기금과 자원봉사 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봉사활동
및 개발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위한 31,500 달러
프렌즈 오브 모로 레이크 주립 공원(Friends of Moreau Lake State
Park): 8 개의 보트 저장 선반과 나무 훼손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카약
출발점을 짓기 위한 자재와 물자 구입을 위한 5,150 달러

센트럴 뉴욕:
•

•

시터냉고 상륙 운하 보트 박물관(Chittenango Landing Canal Boat
Museum): 올드 에리 운하(Old Erie Canal) 트레일과 시터냉고
크릭위크(Chittenango Creekwalk) 마을이 연접하는 곳에서 활용도가 낮은
부지를 재구상하는 야외 여가 및 지역사회 환영 지역을 위한 자본 개선과
마케팅 계획 수립을 위한 23,800 달러
공원 프렌즈 협의회(Council of Park Friends): 법인명을 프렌즈 오브
클라크 보호구역(Friends of Clark Reservation)으로 공식 변경하고, 회원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홍보 자료를 이용한 회원
캠페인을 착수하기 위한 5,083 달러

핑거 레이크스:
•

•

프렌즈 오브 개논다간(Friends of Ganondagan): 개논다간 주립
유적지(Ganondagan State Historic Site)에서 증가하는 연중 내내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어시턴트를 고용하기 위한
22,630 달러
프렌즈 오브 레치워스 주립 공원(Friends of Letchworth State
Park): 레치워스 주립 공원(Letchworth State Park)의 민간인

보존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 CCC) 레거시 패스웨이(Legacy
Pathway) 프로젝트에서 해석, 방향, 구조 식별 표지를 지원하기 위한
13,888 달러
롱아일랜드:
•

카움셋 재단(The Caumsett Foundation): 방문객 체험을 개선하고, 현장
해석, 길 찾기 및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위해 카움셋 주립 유적지(Caumsett
State Historic Park)의 방문자 키오스크 재건을 위한 기금 34,557 달러

미드 허드슨:
•

•

•

•

•

캘버스 복스 보존 연합(Calvert Vaux Preservation Alliance): 뉴욕주
스타츠버그의 밀즈 노리 주립 공원(Mills Norrie State Park)에 위치한 더
포인트(The Point)의 복원과 지속 가능한 재사용을 위한 다음 단계의
윤곽을 잡기 위해 역사 보전 건축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28,000 달러
포트 몽고메리 전투지 연합(Fort Montgomery Battle Site
Association): 학교 단체, 가족, 단체 및 개인 등 이 현장을 찾는 연간 3 만
5 천명의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포트 몽고메리 주립 유적지(Fort
Montgomery State Historic Site)의 트레일 시스템을 보수하고 복원하기
위한 50,000 달러
프렌즈 오브 파네스톡(Friends of Fahnestock), 허드슨 하이랜즈 주립
공원(Hudson Highlands State Parks): 노스게이트/코니시 폐허
단지(Northgate/Cornish Estate Ruins) 주변에 역사적인 표지판을 추가하고
허드슨 하이랜즈(Hudson Highlands) 방문객에게 공원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21,500 달러
리틀 스토니 포인트 시민 협회(The Little Stony Point Citizens
Association, Inc.): 리틀 스토니 포인트에서 자원 봉사자 참여를 증가시킬,
더욱 계절적인 활동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봉사 센터를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열 펌프 구입을 위한 11,889 달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와
달력 소프트웨어는 자원봉사 참여와 관리를 개선할 것입니다.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Walkway Over The Hudson): 엠파이어
스테이트 레일 트레일(Empire State Rail Trail)의 중요한 연결점으로
워크웨이의 상황을 이용하는, 다면적이고 일 년 동안 지속한 모금 및
마케팅 캠페인의 기금을 위한 14,500 달러

모호크 밸리:
•

프렌즈 오브 존슨 홀(Friends of Johnson Hall): 존슨이 대표했던 영국
왕의 고대 권력과 권위를 강조한 William Johnson 경의 1763 년 주택
중앙홀의 18 세기 벽지의 복원을 완성하기 위한 7,245 달러

노스 컨트리:
•

•

•

아주르 산 프렌즈(Azure Mountain Friends):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트레일을 만들고 정상 초목의 피해를 줄이며 더욱 자연적인 정상 환경을
재건하기 위해 화재 타워와 남동부로 펼쳐진 절벽 사이의 정상에서 침식을
안정화하기 위한 13,500 달러
존 브라운 생애(John Brown Lives): 어린이 코너, 특별 테마 투어,
팀벅투의 꿈 전시(Dreaming of Timbuctoo Exhibit)를 위한 오디오 설치,
프렌즈 그룹 키오스크, 특별한 지역사회 만들기 행사 등 방문객의 경험을
개선하고 증가하기 위한 31,200 달러
위노아 삼림 레크리에이션 협회(Winona Forest Recreation
Association): 5 마일의 트레일을 추가로 재건하고, 트레일헤드 표지를
개선하며, 새로운 피크닉 파빌리온을 건설하기 위한 36,182 달러 눈 기계와
정비 기구를 구입하면 겨울철 트레일의 이용이 개방될 것입니다.

서던 티어:
•

•

프렌즈 오브 셔냉고 밸리 주립 공원(Friends of Chenango Valley State
Park): 지역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봉사할 청소년 리그 구장의
펜스를 완성하기 위한 18,000 달러
프렌즈 오브 로저스(Friends of Rogers): 로저스 환경 교육 센터(Rogers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를 성장시키고 600 에이커에 걸쳐
6 마일이 넘는 산책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브랜드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브랜드 컨설턴트를 고용하는데
10,000 달러

뉴욕시(New York City):
•

프렌즈 오브 갠트리 주립 공원(Friends of Gantry State Park): 인기 있는
공원의 해먹을 대체하고 인근 지역의 봉사 활동과 자원 봉사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17,000 달러

웨스턴 뉴욕:
•

프렌즈 오브 앨러게니 주립 공원(Friends of Allegany State Park): 공원 내
캐빈과 다른 구조물을 위한 재목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역사적인 건물인,
레드 하우스 소밀(Red House Sawmill)의 복원을 시작하기 위한
10,625 달러 1 단계는 구조물을 확보하고, 안정화하며 위생 처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프렌즈 오브 녹스 팜(Friends of Knox Farm): 자원 봉사 단체가 더 나은
임무를 수행하고 공원을 지원하도록 돕기 위해 시간제 사무 총장을
고용하기 위한 40,000 달러

파크 앤드 트레일 파트너십 프로그램 (Park and Trail Partnership Program)은 야외 여가
활동을 위해 주립 공원과 공유지를 활성화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역사적 전념을 보완합니다. 주지사의 파크스 2020(Parks 2020) 프로그램은 주립공원을
위한 9 억 달러의 민간 및 공공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다년간의 약속입니다. 2019-2020
행정부 예산(2019-20 Executive Budget)에는 이 계획을 위한 1 억 1000 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비영리 단체인 파크스 앤드 트레일스 뉴욕(Parks and Trails New York)은 모든 뉴욕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1985 년 이후 공원 및 트레일을 지키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을 이끈 지지 단체이며 뉴욕주 전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공원, 그린웨이,
트레일 등의 네트워크를 모두가 사용하고 즐기도록 계획하고 조성하며 홍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단체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일하는 단체입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프렌즈 그룹은 공원 방문객들을 위한 양질의 경험을 쌓고 향상하는데 중요합니다. 공원,
트레일, 유적지를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프렌즈 그룹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파크스 앤드 트레일스 뉴욕(Parks and Trails New York)의 업무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공원, 유적지 및
공유지의 일부 본거지이며, Cuomo 주지사는 매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야외 애호가들을 끌어들이는 이 특별한 장소들이 갖는
힘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에 대한 주지사의
역사적인 투자는 지역 경제와 뉴욕의 광활하고 번성하는 공원과 트레일러 망을
보호하고, 보전하며, 책임감 있게 홍보하는 우리의 열정을 공유하는 많은 협력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크스 앤드 트레일스 뉴욕(Parks and Trails New York)의 Robin Dropkin 사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크 앤드 트레일 파트너십 프로그램(Park and Trail Partnership
Program) 보조금의 변혁적 효과와 뉴욕의 훌륭한 야외 공간의 관리에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해 이 보조금이 프렌즈 그룹의 능력을 어떻게 향상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보조금 기금은 그룹들이 더 많은 민간 및 연방 정부 기금을
활용하고, 더 많은 자원 봉사 세력을 확보하며, 공원, 트레일 및 다른 공공 야외 지역에
대한 주정부의 역사적 투자를 증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 문화부, 관광,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Cultural
Affairs, Tourism, Parks and Recreation) 의장인 José Serra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 공원의 방문객이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의 가장 위대한
자연적, 역사적 보물들을 개선하고, 돌보며, 유지하는 그룹을 지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파크 앤드 트레일 파트너십 프로그램(Park and Trail Partnership
Program) 보조금은 프렌즈 그룹이 우리 공원과 유적지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주 전역의 미국 주민들이 그들이 제공하는 모든 멋진
오락과 교육 기회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주 하원 관광, 공원, 예술 및 스포츠 발전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Tourism,
Arts, Parks, and Sports Development)의 의장인 Daniel J. O'Donne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공원과 트레일 및 녹색 공간은 수많은 뉴욕 주민에게 자연과
연결되는 여가 기회와 방법을 제공합니다. 수여된 보조금은 이러한 보석들을 확장하고
유지하는데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 환경 보존 위원회(Sen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의
의장인 Todd Kaminsk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공원과 공유지의
아름다움을 활용하는 일은 관광과 경제 발전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천연자원을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롱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주 전역에서 이러한 보조금의 혜택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하원 환경 보존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의장인 Steve Englebrigh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리
단체들은 우리 주립 공원과 공유지의 숨겨진 영웅들입니다. 우리의 자연 지역들을 깊고
집단으로 돌보기 위해 시작된, 이 프렌즈 단체들은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자연 산책을 이끌며,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 올리는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자생적 관리 그룹들에 대한
보조금은 주립 공원과 환경보존부(DEC)의 업무를 증대에 도움이 되는 뜻밖의 이익을
얻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