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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엑셀시어 보호단 (EXCELSIOR CONSERVATION CORPS, ECC)의 첫 

클래스가 최초로 졸업한다고 발표 

 

주립 공유지 및 공원에서 10개월간의 환경 서비스를 완수한 41명의 참가자 

 

1월 30일 개강하는 2017년 클래스의 등록 현재 개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엑셀시어 보호단 (New York’s Excelsior 

Conservation Corps) 창설 클래스를 졸업시키고 두번째 클래스의 입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개월간의 서비스를 마친 후, 참가한 41명은 AmeriCorps 환경관리 

업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완수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셀시어 보호단 (Excelsior Conservation 

Corps)은 뉴욕주의 수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젊은이들이 가치있는 기술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의 장입니다. 저는 이들 젊은 남녀의 업무와 

뉴욕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헌신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 

뉴욕 주민들이 2017년 클래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려 합니다.” 

 

올해 졸업시키는 클래스는 그들의 미래 경력에 도움이 되는 실무 경험과 보존 기술을 

습득하면서 뉴욕 전 지역의 환경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엑셀시어 보호단 (Excelsior 

Conservation Corps)은 1월 30일 두 번째 클래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뉴욕주에 

거주하거나 취학 중인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이들 및 모든 주의 28세까지의 

퇴역군인의 경우, 현재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 기간 동안 엑셀시어 보호단 (ECC) 회원들은 야외 응급 처치, 트레일 조성, 

목공, 위험 관리, 응급사태 대응, 교육 및 봉사, 그리고 오지 생활 등을 통해 광범위한 

훈련 및 인증을 받기 위해 모리스빌 주립 칼리지 (Morrisville State College)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 교육을 완수한 후, 회원들은 뉴욕주 전 지역의 최우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조그만 팀으로 나뉘어 졌습니다. 환경 관리 업무 외에도, 악천후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도우며 대형 폭풍 발생시 자원봉사자 리더로서 활동하기 위해 회원들은 

재난 및 자원봉사 관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6년 졸업생 목록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엑셀시어 보호단 (ECC) 회원들은 8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완수하며 상이한 19곳의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http://www.thesca.org/serve/program/excelsior-conservation-corps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2016ExcelsiorConservationCorpsGraduate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2016ExcelsiorConservationCorpsGraduates.pdf


현장 및 44곳의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부동산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회원들은 

 트레일 100 마일을 개선했습니다. 이타카 외곽의 Robert H. Tremen 주립 공원 

(Robert H. Tremen State Park)의 협곡 트레일을 복원하기 위해 147 개의 계단을 

건설했으며, 조지 호수 (Lake George) 외곽의 프로스펙트 산 (Prospect Mountain) 

꼭대기에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준수 통로를 건설했습니다. 

 

 토지 378 에이커를 개량했습니다. 회원들은 토지 에이커를 평가했으며, 해리먼 

및 베어 마운틴 주립 공원 (Harriman and Bear Mountain State parks)에서 수생 

생태계의 연결을 위해 800개의 지하 배수로 및 수로의 지도를 만들었고, 남부 

소나무 딱정벌레에 의해 손상된 롱아일랜드의 커넷쿼트 하천 주립 공원 

(Connetquot River State Park)의 재조림 활동을 도왔습니다. 

 

 2,500 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자료 해석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자료 해석 

트레일 구축 및 디자인, 박람회, 축제, 클릭닉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교육을 도왔습니다.  

 

 자원 봉사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회원들은 800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들이 

천연 자원 관리, 트레일 수리 및 유지보수, 서식지 복구, 일반적인 보존 업무 

활동을 수행한 자원 봉사 프로젝트를 감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및 젊은이 보호 관리 서비스 및 환경 교육 분야의 선도적인 국가 

기관인 학생 보호 협회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 SCA)에서 관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립 환경보호기금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뉴욕주 

환경시설공사 (New York State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뉴욕 주립 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가 출연한 1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결합 기금 190만 달러를 통해 지원됩니다.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위원회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의 뉴욕주 위원회 (New York State Commission )는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위원회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를 위해 연방 공사 (federal 

Corporation)와 제휴하여 850,000 달러의 AmeriCorps 기금 또한 이 프로그램에 

기부했습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 (DEC)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셀시어 보호단 

(Excelsior Conservation Corps)은 차세대 보존 전문가들에게 뉴욕주의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기회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취하는 조치를 직접 바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립 공원 (State 

Parks)과 자연 지역에서의 시간을 통해 제공되는 폭 넓은 경험은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상 보존 프로젝트의 진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첫 클래스가 

성취한 업적에 찬사를 보냅니다.” 

 

Rose Harvey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 (New York State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간인 



보호단 (Civilian Conservation Corps)에서 엑셀시어 보호단 (Excelsior Conservation 

Corps)에 이르기까지 뉴욕 주립 공원 (New York State Parks)은 우리의 공원에서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연마하는 젊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랑스런 전통을 구축하며, 자연 환경과 우리의 공원 방문객들에게 이득이 되는 

개선을 실천한 올해의 엑셀시어 보호단 (ECC) 회원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Jaime Berman Matyas 학생 보호 협회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 회장 및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치워스 주립 공원 (Letchworth State Park)에서 

롱아일랜드에 이르기까지, 엑셀시어 보호단 (Excelsior Conservation Corps)의 젊은 

리더들은 중요한 경력을 쌓으며 뉴욕주 경제 엔진의 주요 부분을 보호하는 동시에 

뉴욕주의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에 능숙하게 대처했습니다. 엑셀시어 보호단 (ECC)의 첫 

해는 놀라운 성공이었으며 학생 보호 협회 (SCA)는 미래에 이같은 성취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2년차 개방 등록 시작 

뉴욕주 AmeriCorps 프로그램인 엑셀시어 보호단 (Excelsior Conservation Corps)은 현재 

2017년 1월 30일에 시작되는 제 2년차 프로그램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엑셀시어 보호단 (Excelsior Conservation Corps) 회원은 반드시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뉴욕주 거주자이거나 뉴욕주 내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고졸 학력 인증서(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GED)가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그리고 팀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일 경우, 가급적 언제든지 적절한 숙소가 마련될 것입니다. 퇴역군인 및 소수인종 

후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www.thesca.org/serve/program/excelsior-conservation-corp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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