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제2차 커넥트 키즈 투 파크 현장 실습 보조금 프로그램에 두 배의 예산 

지원 발표 

 

주 정부에서 첫해의 750회 현장 실습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두 배의 보조금 지원 예정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에 새로 세운 크리크사이드 교실 대중에 개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아이들을 공원으로 인도하는 커넥트 키즈 

투 파크 현장 실습 보조금 (Connect Kids to Parks Field Trip Grant)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을 50만 달러의 두 배인 100만 달러로 올려 주립공원, 유적지 및 공유지에 대한 

방문 교육을 지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커넥트 키즈 투 파크 현장 실습 보조금 

프로그램은 뉴욕주가 환경, 역사 및 체육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주립공원과 유적지 현장 

실습에 대한 보조금을 통하여 타이틀1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에 주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해에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750회 가까이의 현장 실습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 전역의 타이틀 1 학구에 있는 30,000명에 달하는 공립학교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어린 뉴욕시민에게 시야를 넓히고 우리주 전역에 있는 주립공원의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자연을 탐색할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룬 성공에 기초하여 계속하여 더 많은 뉴욕의 청소년들을 

그들의 바로 근처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공원으로 인도하여 차세대의 환경 관리자들이 

굉장한 야외 환경과 만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이 발표는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Saratoga Spa State Park)에 있는 667,000달러 

규모의 “크리크사이드 교실(Creekside Classroom)”을 방문한 사라토가 스프링(Saratoga 

Springs)의 가이저 로드 초등학교(Geyser Road Elementary School)와 

스키넥터디(Schenectady)의 제시 티 졸러 초등학교(Jesse T. Zoller Elementary 

School)에서 온 학교 그룹에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의 보조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커넥트 키즈 투 파크 현장 실습 

보조금(Connect Kids to Parks Field Trip Grant)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2017~18년 주 정부 예산에서 승인한 주 환경 보호 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에서 강화한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보조금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립공원 커미셔너 Rose Harv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공원 시스템은 

학생들이 과학, 환경 및 역사에 관한 기억에 남는 수업을 듣는 데 독특한 장소입니다. 

Cuomo 주지사의 NY Parks 2020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하여 우리 주립공원 시스템을 

활성하고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자연과 접촉할 더 많은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계속하여 차세대의 환경 관리자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라고 DEC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자연과 

분리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Cuomo 주지사는 더 많은 뉴욕시민을 훌륭한 야외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의 환경 보호 기금에서 3억 달러 규모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크리크사이드 교실과 커넥트 키즈 투 파크 현장 실습 프로그램은 어린이, 특히 

야외 접촉 기회가 적은 환경 정의 커뮤니티에서 사는 어린이들에게 주변의 자연 세계를 

소개하며 차세대 환경 관리자와 환경 보전 인솔자들을 격려합니다.” 

 

크리크사이드 교실 

커미셔너 Harvey는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에 새로 세운 크리크사이드 교실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교실은 뉴욕주가 더 많은 학교가 공원, 유적지 및 공유지에 대한 현장 

실습을 통한 실천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노력을 구현하였습니다. 

 

새로 건설한 다용도 시설은 공원의 환경 및 안내 프로그램에 새로운 교실 공간을 

제공합니다. 667,000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오래된 공중 화장실을 2,350제곱 피트 

면적의 교실 공간으로 변화하여 공원의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한 자료 체계와 공원 지도는 해마다 200만 명이 찾는 공원 방문객들에게 

다른 차원의 안내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밖에, 이 프로젝트에는 좌석을 배치한 야외 

모닥불 링, 빗물정원, 벤치 및 겨울철을 위한 오두막 등을 포함합니다. 교실에는 학교 

단체 방문객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과 야외 활동 그룹을 위한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과 훈련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은 Cuomo 

주지사의 NY Parks 2020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원 문화, 관광업,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Senate's Cultural Affairs, Tourism, 

Parks And Recreation Committee) 위원인 Kathy Marchione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공원 시스템에서 이런 시설은 우리나라의 선망 대상입니다.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은 커뮤니티 보물로서 그 혜택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 자원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역사와 만나게 하는 것은 굉장하고 

https://parks.ny.gov/environment/connect-kids/grant-program.aspx


독특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상력을 불어넣고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어 더욱 많은 

아이를 뉴욕의 훌륭한 야외 환경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가이저 로드 초등학교 

학생들이 최초로 새로 세운 크리크사이드 교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우리 

사라토가 커뮤니티의 최고의 면모를 보여주는 이런 멋지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Cuomo 주지사와 주립공원 커미셔너 Harvey에게 감사드립니다.” 

 

Jim Tedisc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건설한 크리크사이드 교실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우리 지역의 보물인 아름다운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과 환경에 대하여 실천을 통해 배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49번 상원 

선거구와 우리 전체 주에 혜택을 가져다주는 이번 교육 투자가 가능하게 한 주지사와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에 감사드립니다.” 

 

Carrie Woerner 여성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은 

사라토가 스프링과 주도 지역 커뮤니티에 환경, 교육 및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주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공원에 새로 건설한 크리크사이드 교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공간과 자원이 지역 커뮤니티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Y Parks 2020 프로그램 개발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와 

커미셔너 Harvey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립공원은 계속하여 다가오는 시즌에도 계속하여 공원 통합 패스(Every-Kid-In-A-

Park)를 적용합니다. 이 패스는 한 차량으로 공원을 방문하는 모든 4학년 학생과 그들의 

가족에 주립공원 일일 입장권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과 패스 획득방법에 대한 문의는 

https://parks.ny.gov/environment/connect-kids.aspx를 방문하십시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서 뉴욕주는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개선하려는 역사적인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NY Parks 2020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2020까지 주립공원에 대한 민간 및 공공 자금 9억 달러를 활용하기로 하는 

다년간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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