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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립공원 29개의 비영리 관리 지원 단체에 보조금 수여 발표

주립공원, 삼림 및 사적지 협력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열린 공간 유지를 개선할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공원 및 트레일 뉴욕(Parks & Trails New York)이 29곳의 주립공원,
사적지, 공공 부지의 관리에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협력 단체에 29개의 보조금이 수여되며, 해당 자금은 유서 깊은 열린
공간의 유지 방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뉴욕
주민들이 자연에서 피난처와 휴식을 찾는 가운데 뉴욕의 열린 공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은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공원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공원 시스템에 귀중한 지원을 제공하는
헌신적인 자원봉사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공원 및 트레일 파트너십 프로그램(Park and Trail Partnership Program) 보조금은
뉴욕주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을 통해 자금을 집행하며,
자본 프로젝트를 위한 사설 기금 모금, 유지보수 작업 수행, 교육 프로그램 제공, 특별
행사 개최를 통한 공원 공공 이용 촉진 등 파트너 단체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2015년 설립된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5차 라운드를 통해 900,000 달러를 지원했으며,
향수 수 년 동안 공원, 유적지 및 공공 부지 개선을 위해 270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지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
•

•

뉴욕 주립공원들, 트레일, 유적지 및 공유지 등의 보존, 관리, 설명,
유지보수, 홍보 등을 강화하고,
뉴욕 주립공원들, 트레일, 주정부 유적지 등을 홍보, 유지보수,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지속가능성, 유효성, 생산성, 자원봉사, 기금 모금 활동 능력
등을 향상시키며,
주립공원, 트레일, 그린웨이가 연결된 뉴욕주 전 지역의 네트워크의 성장
및 확장을 통해 야외 여가 활동의 관광산업 및 경제개발 혜택을
홍보합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단체는 우리 시설과 주요
프로그램 지원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보조금은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놀라운 산림과 주립 공원, 유적지 및 열린 공간은 자연
애호가를 비롯해 모든 연령대의, 다양한 야외 모험가들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름다움 및 제한 없는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 중요한 기금은 뉴욕주의 공원 및 트레일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중추인 뉴욕주의 수많은 비영리 파트너를 지원하는 한편 주정부가
진행하는 3억 달러 환경보호기금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뉴욕주 공원 및 트레일(Parks & Trails New York) 사무국의 Robin Dropki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단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은 뉴욕을 상징하는
공원 시스템과 기타 공공 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을 완성하는
한편, 이러한 전례 없는 시기에 더욱 중요해진 자연과 교류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합니다. 보조금은 비영리 지지 단체인 공원 및 트레일과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수혜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금액의 10 퍼센트 이상을 외부 자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피수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역
•

•

•

•

•

컬럼비아 프렌즈 오브 더 일렉트릭 트레일(Columbia Friends of the Electric
Trail)(10,000 달러) - 올버니-허드슨 일렉트릴 트레일(Albany-Hudson
Electric Trail)을 홍보하기 위한 통신 및 웹 사이트, 인쇄 및 우편 비용, 회원
조정의 개선 지원.
프렌즈 오브 모로 레이크 주립 공원(Friends of Moreau Lake State
Park)(13,500 달러) - 단체의 회원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 자료 작성의
컨설팅 비용 지원.
프렌즈 오브 사라토가 스파 주립 공원(Friends of Saratoga Spa State
Park)(12,000 달러) - 컨설팅, 회원 관리 소프트웨어, 홍보 자료, 디지털
마케팅,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회원 자격 유지 등에 자금
지원.
프렌즈 오브 스카일러 맨션(Friends of Schuyler Mansion)(28,256 달러) 저택의 2층 볼룸을 위한 유서 깊은 플로어 클로스 커버 구매 및 현재 버귀셀
카펫 사진 촬영 비용.
레이크 조지 배틀필드 공원(포트 조지) 얼라이언스(Lake George Battlefield
Park (Fort George) Alliance)(3,528 달러) - 공원의 새로운 간판 표지 구매
비용.

•

•

•

프렌즈 오브 유에스 그랜트 코티지(Friends of U.S. Grant Cottage)(48,000
달러) - 외부 주차, 접근 가능한 보행자 경로, 팔머 타운 트레일(almertown
Trail) 네트워크 연결, 기념 정원 및 새로운 파빌리온을 포함한 미래에 추진
가능한 개선을 위해 현재 조건 및 마스터 플랜 평가에 자금 지원.
올라나 파트너십(Olana Partnership)(14,400 달러) -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Hudson River Skywalk)에서 올라나 주립 유적지(Olana State
Historic Site)까지 새로운 문, 표지, 벤치, 자전거 랙 등을 설치하는 신규
트레일헤드 계획 지원.
윌튼 야생 동물 보존(Wilton Wildlife Preserve)(4,800 달러) - 사라토가 모래
평원(Saratoga Sand Plains)의 역사적 환경에 트레일 키오스크 신규 표지
설치 및 학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

센트럴 뉴욕
•

•

프렌즈 오브 필모어 글렌 주립 공원(Friends of Fillmore Glen State
Park)(16,500 달러) - 단체의 연간 모금 행사인 필모어 데이즈(Filmore
Days)에 설비 및 비용 지원.
위노아 삼림 레크리에이션 협회(Winona Forest Recreation
Association)(33,386 달러) - 3 마일 규모의 트레일 개선 및 크로스 컨트리
스키 장비 구입.

핑거 레이크스
•

•

•

핑거 레이크 트레일 컨퍼런스(Finger Lakes Trail Conference)(50,000 달러)
- 1,000 마일 규모의 트레일 네트워크에서 관광 증대를 위해 회원가입 및
마케팅을 홍보하는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 고용.
소넨버그 가든스 앤드 맨션 주립 역사 공원 (Sonnenberg Gardens and
Mansion State Historic Park)(25,000 달러) - 새로운 시설에서 유서 깊은
가구, 직물, 도자기 및 기타 자료의 수집, 운송 및 보관 지원.
로체스터 인클루시브 커뮤니티 로잉(Rochester Inclusive Community
Rowing)(23,934 달러) - 활용 가능한 신규 독의 구입.

롱아일랜드
•

•

•

대서양 해양 보존 협회(Atlantic Marine Conservation Society)(95,822 달러)
- 인근의 할록 주립 공원 보호구역(Hallock State Park Preserve)과 함께
일할 교육 코디네이터 고용.
플랜팅 필즈 파운데이션(Planting Fields Foundation)(70,000 달러) - 플랜팅
필즈 식물원 주립 역사 공원(Planting Fields Arboretum State Historic
Park)에서 역사 보존 및 비어 있는 건축물 재건을 위해 건축가 고용.
월트 휘트먼 생가 협회(Walt Whitman Birthplace Association)(21,120 달러)
- 가시성 및 홍보 개선을 위한 야외 비디오 디스플레이의 설치.

미드 허드슨
•
•

•

•

•
•

배너맨 캐슬 트러스트(Bannerman Castle Trust)(63,000 달러) - 거주지와
노스 트레일(North Trail) 주변의 깨진 보도 교체.
프렌즈 오브 파네스톡(Friends of Fahnestock), 허드슨 하이랜즈 주립
공원(Hudson Highlands State Parks)(7,286 달러) - 공원 내의 애팔래치아
트레일(Appalachian Trail)을 따라 트레일 쉼터 건설.
프렌즈 오브 록랜드 호수 앤 후크 마운틴(Friends of Rockland Lake and
Hook Mountain)(45,000 달러) - "공원 학습(Learning in the Park)"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공립학교와 후크 마운틴, 록랜드 레이크, 낵 비치
주립 공원, 헤이버스트로 비치 주립 공원 및 허드슨 리버 등을 연결합니다.
뉴욕 뉴저지 트레일 컨퍼런스(New York New Jersey Trail
Conference)(32,400 달러) - 미네와스카 주립 공원 보호구역(Minnewaska
State Park Preserve)의 트레일 지원 제공.
스토니 킬 파운데이션 주식회사(Stony Kill Foundation Inc.)(90,000 달러) 프로그래밍, 운영 및 기금 모금을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무 이사 고용.
리틀 스토니 포인트 시민 협회 주식회사(The Little Stony Point Citizens
Association, Inc)(6,640 달러) - 새로운 자원봉사 센터(Volunteer Center)에
미디어 장비 및 새로운 천장 팬 설치.

노스 컨트리
•
•

존 브라운 생애(John Brown Lives)(11,650 달러) - 존 브라운의 농장 주립
유적지(John Brown's Farm State Historic Site)에서 확대 프로그래밍 지원.
어퍼 사라낙 재단(Upper Saranac Foundation)(19,000 달러) - 피시 크릭
수생 침입종 확산 예방 및 격리 프로젝트(Fish Creek Aquatic Invasive
Species Spread Prevention and Containment Project) 지원.

뉴욕시
•

프렌즈 오브 갠트리 플라자 주립 공원(Friends of Gantry Plaza State
Park)(21,600 달러) - 공원의 나무를 교체하고 자원 봉사 개선 지원.

•

프렌즈 오브 로저스 환경 교육 센터(Friends of Rogers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36,000 달러) - 센터에서 열리는 전시 개선.

서던 티어

웨스턴 뉴욕

•

•
•

프렌즈 오브 앨러게니 주립 공원(Friends of Allegany State Park)(10,399
달러) - 설명을 제공하는 키오스크 설치 및 비디오 스크린 추가, 레드 하우스
소우밀(Red House Sawmill) 보수.
프렌즈 오브 녹스 팜 주립 공원(Friends of Knox Farm State Park)(75,000
달러) - 현지의 일곱 개 유서 깊은 헛간 복구.
마틴 하우스 복원 공사(Martin House Restoration Corporation)(10,000
달러) - 다윈 D 마틴 하우스 주립 사적지(Darwin D. Martin House State
Historic Site) 소장품 보존 및 전시를 위한 인턴 큐레이터 지원.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은 연간 7,7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하는 250 개가
넘는 개인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립 공원 및 방문객들은 생산 및 판매액으로 50억 달러, 민간 부문
일자리 54,000 개, 28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뉴욕주 총생산(GDP)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레크리에이션 활동 장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518-474-045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parks.ny.gov를 방문하시고 또는
페이스북(Facebook)에 접속하거나 혹은 트위터(Twitter)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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