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NYC Parks GreenThumb 라이선스 계약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NYC Parks GreenThumb의 주요 및 보조 연락 담당자, 커뮤니티 가든 리더, 가든 회원 및 NYC Parks 소유의 370개 이상 커뮤니티
가든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라이선스의 다음 갱신 주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본 설문조사는 해당 공간에 적용되는 규칙 및
규정에 대해 귀하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일부 주요 용어 및 중요 문서를 다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GreenThumb 라이선스 계약: NYC Parks 소유지에 위치한 GreenThumb 가든 그룹(Garden Group)은 라이선스를 통해 이러한 장소에서 가든을
운영할 법적 허가를 얻습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든 그룹은 계약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greenthumb.nycgovparks.org/newspdf/GreenThumb%20License%202019_2022.pdf 에서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 이 핸드북은 커뮤니티 가드너와 대중을 위한 참고 자료로 이벤트 계획, 공사 작업, 기부금 수령, 가든에서 수확한
농작물 판매, 나무 가지치기, 가든 부칙 등 다양한 주제에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또한, GreenThumb 네트워크 내
커뮤니티 가든을 운영하는 GreenThumb, NYC Parks, New York City 및 New York State의 모범 사례, 정책 및 법률의 많은 내용(전부는 아님)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며, 가드너가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을 적극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https://greenthumb.nycgovparks.org/pdf/GreenThumb_Gardeners_Handbook_2021.pdf 에서 핸드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부칙: 부칙은 일상적인 운영과 가든 관리에 대한 현재 및 향후 방식을 규정하기 위해 가든 그룹이 상호 동의하에 제정한 규칙과
절차입니다. 가든의 부칙은 그룹 회원의 가든 내 다양한 책임, 신규 회원 영입 규약, 가든 리더 선출, 재무 처리 및 분쟁 해결, 이벤트 계획 등
그룹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그룹이 서면으로 확립한 것입니다. GreenThumb은 라이선스 취득 및 리소스 수령의 필수 조건으로 NYC Parks
소유지에서 운영 중인 모든 커뮤니티 가든 그룹이 부칙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https://greenthumb.nycgovparks.org/pdf/GreenThumb_Gardeners_Handbook_2021.pdf ) 74~78페이지에서 부칙 작성 및 수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YC Parks 규칙 및 규정: 별도의 지시 사항이 없는 한 NYC Parks 규칙은 City of New York 규칙 제 56편에 기재된 NYC Parks 규칙을
의미합니다. https://www.nycgovparks.org/rules에서 New York City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규칙 및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섹션 1

1.이름

2.이메일 주소

3.선택사항: GreenThumb 월간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4.전화번호

5.커뮤니티 가든에서의 귀하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든 리더(가든의 GreenThumb 연락 담당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함)
가든 연락 담당자(GreenThumb과 소통하는 가든 그룹의 연락 담당자)
활동 회원(정기적으로 가든 유지에 참여하고 가든 회의에 참석하며 및/또는 가든의 개방 시간 유지를 돕는 사람)
가든 자원봉사자(Garden Volunteer) 또는 비회원(가끔 가든에 참여하지만 가른 그룹 회원은 아닌 사람)
가든 이용자 또는 방문자(일반 대중 포함)

6.어떤 가든의 회원, 자원봉사자, 이용자로 활동하고 계십니까?(해당하는 경우)

7.귀하의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Outreach Coordinator)는 누구입니까?
Anthony Reuter : Manhattan 커뮤니티 위원회 1~8, Staten Island
Bill Pape : Brooklyn 커뮤니티 위원회 5 및 18
Eric Thomann : Brooklyn 커뮤니티 위원회 8, 9, 12~17
Erinn White : Brooklyn 커뮤니티 위원회 4 및 Queens
Greg Anderson : Brooklyn 커뮤니티 위원회 3
Ijendu Obasi : Bronx 커뮤니티 위원회 1, 3 및 Manhattan 커뮤니티 위원회 9 및 12
K.C. Alvey : Brooklyn 커뮤니티 위원회 1, 2, 6, 7, 10 및 11
Simone Herbin : Brooklyn 커뮤니티 위원회 10 및 11
Tenisha Morrison : Bronx 커뮤니티 위원회 2, 4~12
모름
섹션 2

라이선스 계약 질문
GreenThumb 라이선스 계약: NYC Parks 소유지에 위치한 GreenThumb 가든 그룹은 라이선스를 통해 이러한 장소에서 가든을 운영할 법적 허가를 얻습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든 그룹은 계약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greenthumb.nycgovparks.org/newspdf/GreenThumb%20License%202019_2022.pdf 에서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다음 질문에 대해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동의하지 않음’까지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해당하지
않음
않음(비회원용)

나는 라이선스 계약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내가 속한 가든 그룹의 운영진은 라이선스 계약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내가 속한 가든 그룹의 일반 회원(리더 직책이 아닌 회원)은 라이선스 계약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나는 라이선스 계약이 NYC Parks의 공공 공간 관리 사명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

나는 내 자원봉사 작업이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인정받고 가치 있게 평가된다고
느낀다.

9.가든 회원들의 라이선스 계약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10.귀하가 속한 가든의 자원봉사 활동을 기관(Parks Department)이 보다 높게 평가하고 인정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에 반열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11.라이선스 계약의 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12.GreenThumb 지원 및 소통에 관한 다음 질문에 대해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만족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GreenThumb 팀의 지원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GreenThumb 팀의 소통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3.GreenThumb 지원을 개선할 방법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14.GreenThumb이 제공하는 소통을 개선할 방법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만족

불만족

해당하지
매우 불만족 않음(비회원용)

섹션 3

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 질문
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 핸드북은 커뮤니티 가드너와 대중을 위한 참고 자료로 이벤트 계획, 공사 작업, 기부금 수령, 가든에서 수확한 농작물 판매,
나무 가지치기, 가든 부칙 등 다양한 주제에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 핸드북은 GreenThumb 네트워크 내 커뮤니티 가든을 운영하는
GreenThumb, NYC Parks, New York City 및 New York State의 모범 사례, 정책 및 법률의 많은 내용(전부는 아님)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며, 가드너가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을 적극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https://greenthumb.nycgovparks.org/pdf/GreenThumb_Gardeners_Handbook_2021.pdf 에서 핸드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에 관한 다음 질문에 대해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동의하지 않음’까지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함

나는 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내가 속한 가든 그룹의 운영진은 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내가 속한 가든 그룹의 일반 회원(리더 직책이 아닌 회원)은 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16. 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의 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해당하지
않음
않음(비회원용)

섹션 4

가든 그룹 부칙 질문
그룹 부칙: 부칙은 일상적인 운영과 가든 관리에 대한 현재 및 향후 방식을 규정하기 위해 가든 그룹이 상호 동의하에 제정한 규칙과 절차입니다. 가든의
부칙은 그룹 회원의 가든 내 다양한 책임, 신규 회원 영입 규약, 가든 리더 선출, 재무 처리 및 분쟁 해결, 이벤트 계획 등 그룹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그룹이
서면으로 확립한 것입니다. GreenThumb은 라이선스 취득 및 리소스 수령의 필수 조건으로 NYC Parks 소유지에서 운영 중인 모든 커뮤니티 가든 그룹이
부칙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https://greenthumb.nycgovparks.org/pdf/GreenThumb_Gardeners_Handbook_2021.pdf)
74~78페이지에서 부칙 작성 및 수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가든 그룹 부칙에 관한 다음 질문에 대해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동의하지 않음’까지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해당하지
않음
않음(비회원용)

나는 가든 그룹의 부칙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내가 속한 가든 그룹의 운영진은 가든 그룹의 부칙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내가 속한 가든 그룹의 일반 회원(리더 직책이 아닌 회원)은 가든 그룹의 부칙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18.GreenThumb의 부칙 요건을 개선할 방법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또는 GreenThumb의 부칙 요건을 전달하는 방법의 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섹션 5

NYC Parks 규칙 및 규정 질문
NYC Parks 규칙 및 규정: 별도의 지시 사항이 없는 한 NYC Parks 규칙은 City of New York 규칙 제 56편에 기재된 NYC Parks 규칙을 의미합니다.
Https://www.nycgovparks.org/rules에서에서 New York City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규칙 및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NYC Parks 규칙 및 규정에 관한 다음 질문에 대해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동의하지 않음’까지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해당하지
않음
않음(비회원용)

나는 NYC Parks 규칙 및 규정,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Parks 관할지에 있는
커뮤니티 가든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룹의 적극적이고 안전한 장소 관리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내가 속한 가든 그룹의 운영진은 NYC Parks 규칙 및 규정,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Parks 관할지에 있는 커뮤니티 가든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룹의 적극적이고
안전한 장소 관리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내가 속한 가든 그룹의 일반 회원(리더 직책이 아닌) NYC Parks 규칙 및 규정,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Parks 관할지에 있는 커뮤니티 가든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룹의 적극적이고 안전한 장소 관리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20.다른 그룹 및/또는 대중에게 NYC Parks 규칙 및 규정을 전달하는 방법의 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섹션 6

라이선스 계약 요건 질문
21.GreenThumb 개방 시간 요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GreenThumb 가든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공식 GreenThumb 가든 시즌 중 주당 최소 20시간을 개방하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당 개방하는 20시간 중 최소 10시간을 명시한 일정 게시판을 가든 게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게시판에는 가든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 하에 운영되는 가든 그룹의 경우, 가든을 시즌 중 매
주말(토요일 및/또는 일요일)에 5시간 동안 개방해야 합니다. 가든은 이 온라인 양식에 따라 수정된 개방 시간을 공유합니다. 이
또한 일정 게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22.개방 시간 요건 및/또는 절차의 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23.이벤트 요청 절차 및 이벤트 요청 양식을 비롯한 GreenThumb 이벤트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모든 GreenThumb 가든은 토지 소유권이나 관할에 관계없이 매년 2회 이상 무료 공공 이벤트를 주최해야 합니다. NYC Parks
소유지에 위치한 가든 그룹은 온라인 양식을 통해, 또는 온라인 양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GreenThumb에 연락하여 미리
이벤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의 이벤트 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24.공공 이벤트 요건 및/또는 절차의 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25.모금 행사 및 가든 임대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자금, 기부, 판매 처리에 관한 GreenThumb 요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내용은 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 58~63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26.이러한 요건 및/또는 절차의 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27.회원 가입 절차 요구사항에 관한 GreenThumb 요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정보는 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그룹 부칙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가든에 관심 있는 모든 대중의 회원 가입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원, 텃밭 또는 운영진 활동에 경제적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대기자 명단은 화단 이용에 관한 것이며 회원 가입과는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가든 회원수는 무제한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GreenThumb은 가든의 회원 모집을 촉진하는 전단지 출력 및 우편 발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든은 공간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잠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적인 공공 작업일을 계획하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요청 양식을 통해 보다 많은 대중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28.이러한 요건 및/또는 절차의 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29.안전한 토양 재배 요구사항에 관한 GreenThumb 요건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GreenThumb 가든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는 항상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재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든은 안전한 토양 재배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 23~27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30.이러한 요건 및/또는 절차의 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31.GreenThumb 위험 발생 가능성 인지 요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룹은 연 2회 회원에게 커뮤니티 가든 활동이 격렬한 신체 활동 참여, 가든 기구 사용(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이 사용), 개별
화단 구성, 제설, 울퉁불퉁한 오솔길 걷기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심각한 신체 상해와 심지어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회원 회의에서 혹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또는 가든 운영진이 회원들과 소통할 때 선호하는 다른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32.이러한 요건 및/또는 절차의 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33.GreenThumb 위반 절차(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 22페이지 참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가든 그룹이 가든을 포기했거나 GreenThumb이 특정 가든 그룹에 대해 위반 사항을 정정할 능력이 없거나 이러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GreenThumb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고 가든에 대한 접근 권한을 철회할 위험이
있습니다. 포기에는 가든 유지 실패, 서신 연락 미응답, 필수 개방 시간 미준수 및 이벤트 미개최의 경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34.이러한 요건 및/또는 절차의 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35.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라이선스 요건 또는 정책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가드너들이 GreenThumb 책임자 Carlos Martinez를 만나고 라이선스,
핸드북, 부칙 요건, Parks 규칙에 관한 질문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세션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자유롭게 논의하고 질문에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참석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