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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 이용 방법
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 2021 년판은 커뮤니티 가드너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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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는
GreenThumb, NYC Parks, New York City 및 New York State 의 모범 사례, 정책 및 법률의 많은
내용(전부는 아님)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며, 가드너가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을 적극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가드너 분들은 이 핸드북에 소개된 정책, 가이드라인,
규약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셨기에, GreenThumb 은 아름답고 생산적이며 커뮤니티 중심적인 가든을
만들기 위해 40 년 이상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주신 커뮤니티 가드너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번창하는 공용 공간을 만들고 유지하는 가드너를 지원하기 위해 이 핸드북은 모든 가든 회원과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디지털 형식으로 웹사이트에 제공됩니다. 1

COVID-19
이 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의 업데이트를 완료하는 현 시점에도 전 세계는 여전히 COVID-19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New York City 정부 및 많은 파트너들은 COVID-19 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핸드북에 포함된 자료 일부를 포함해 운영 및 프로그램이 변경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향이 일시적이기를 바랍니다. COVID-19 관련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려면 GreenThumb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공식 City of New York COVID-19 도시 정보 포털(Citywide Information Portal) 2에서 COVID-19 검사, 식품
배급 지원, 주거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NYC Parks 에 속하는 커뮤니티 가든과 공원 외 가든
City of New York 소유지에서 운영되고 NYC Parks 관할에 속하는 커뮤니티 가든은 NYC Parks 의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NYC Parks 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토지신탁이나 개인 소유주, 또는 다른 시, 주,
연방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할하는 토지에서 운영되는 커뮤니티 가든은 NYC Parks 의 규칙과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본 핸드북에서는 정책이나 법률이 NYC Parks 관할에 속하는 가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NYC Parks 관할이 아닌 커뮤니티 가든에 적용되는 전체 규칙 및 규정은
담당 시 또는 주 기관, 토지신탁, 토지 소유주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장의 구성
이 핸드북의 각 장은 다음 표준 항목 전체 혹은 일부로 구성됩니다(예외 있음).
●
●
●
●
●
●
1
2

소개
가이드라인
GreenThumb 정책
NYC Parks 정책
NYC 및 NY State 법률
추가 리소스

GreenThumb 웹사이트 nyc.gov/parks/greenthumb 을 참조하십시오.
City of New York COVID-19 도시 정보 포털: nyc.gov/covid19

3

이러한 구성은 주로 NYC Parks 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에만 해당하는 GreenThumb 정책 및 규약과
커뮤니티 가든의 실제 활동을 규제하는 추가 법률을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역본 요청
대민 업무 담당자(Outreach Coordinator)를 통해 어떤 언어로든 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 전체 또는
일부의 번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관련 정보는 GreenThumb(greenthumbinfo@parks.nyc.gov)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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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Thumb 개요
1978 년에 설립된 NYC Parks GreenThumb 은 국내 최대의 지자체 운영 도시 가드닝 프로그램으로 이에
자부심을 느끼며, New York City 전역에 걸쳐 550 개 이상의 가든과 20,000 명 이상의 자원봉사 가드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GreenThumb 가든은 지역사회 자부심의 중심을 형성하며, 가든이 활성화된 지역에
엄청난 환경적 이점과 건강, 경제, 사회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GreenThumb 가든의 대부분은 버려진 부지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휴식과 교류, 농작물 생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한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가든은 GreenThumb 의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들이 관리합니다. GreenThumb 과 커뮤니티 가드너는 함께 힘을 모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듭니다.
GreenThumb 에서는 녹지 공간을 보존하며 5 개 자치구에 걸쳐 커뮤니티 가드너와 도시 농부들을
지원하고 교육합니다. GreenThumb 은 무료 정원용 재료, 기술 지원, 교육 워크숍 및 계절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활성화된 자원이 되도록 커뮤니티 가든을 관리하는 지역
자원봉사자를 지원합니다.

GreenThumb 에는 가드너와 가든을 지원하는 세 개의 팀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참여
GreenThumb 의 커뮤니티 참여팀(Community Engagement)은 커뮤니티 가든 네트워크에서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입니다. 대민 업무 담당자는 커뮤니티 관리 및 개발을 통해 가드너를 지원하며, 특수
프로젝트로 가든 그룹을 돕고, 가드너가 여러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커뮤니티
참여팀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리더십 위원회(Youth Leadership Council)를 운영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리더십 위원회는 아동 및 청소년이 도시 전역에 걸쳐 시민 활동과 미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GreenThumb 의 연례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운영
GreenThumb 운영팀(Operations)은 커뮤니티 가든에 자원을 제공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
담당팀입니다. 또한 소유지 관리와 관련된 폭넓은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가든 그룹을 지원합니다. 운영팀은
깨끗한 표토나 목재를 배송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운 가든을 만들고, 가든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보수가 필요한 곳을 수리하고, 가든 내 나무를 관리하고, 가든 프로젝트를 점검합니다.
운영팀은 또한 가드너에게 재배에 필요한 도구, 식물, 정원용품을 제공하는 배송및 계절별 자원 분배를
관리합니다.
계획 및 프로그램
GreenThumb 의 계획 및 프로그램팀(Planning and Programs)은 GreenThumb 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가드너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획 및
프로그램팀은 GreenThumb 의 범위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선도적인 노력과 더불어 연례 GreenThumb
GrowTogether 총회(GrowTogether conference), 수확 박람회(Harvest Fair), 가든 개방일 NYC(Open
Garden Day NYC) 및 기타 대규모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관장합니다. 또한, 150 개 이상의 워크숍과 수많은
봉사 활동 프로젝트를 주관합니다. 계획 및 프로그램팀은 보조금을 지원하며 GreenThumb 의 프로그램을
가드너와 일반 대중에게 홍보하는 분기별 간행물을 제작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신규 가든
건설과 같은 복잡한 프로젝트를 관장하고, 커뮤니티 가드너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reenThumb 의 소식을 받는 방법:
•
•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 3
소셜미디어 팔로우:

3greenthumb.nycgovparks.org/newsletter_signup.html

에서 GreenThumb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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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o

Instagram: @greenthumbgrows
Twitter: @greenthumbgrows
Facebook: facebook.com/GreenThumbNYC
유튜브: youtube.com/GreenThumb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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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및 정의
활동 회원(Active Member) – 가든 그룹마다 회원 자격을 다르게 정의하지만, GreenThumb 은 일반적으로
"활동 회원"을 정기적으로 가든 유지에 참여하고, 가든 회의에 참석하며, 및/또는 가든의 개방 시간유지를
돕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동물 공해(Animal Nuisance) - NYC 보건법(NYC Health Code)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동물 공해는 "동물의
대변, 소변, 피, 신체 일부, 사체, 토사물, 강한 악취, 인간 또는 기타 동물에게 전파될 수 있는 전염성 질병을
옮기거나 이러한 질병을 앓는 동물, 위험한 개"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양봉 공해는
"공격적이거나 불쾌한 벌의 행동, 행인의 이동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벌집의 위치 또는
벌의 이동, 과포화되거나 죽었거나 버려진 벌집"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치구-블럭-로트(Borough-Block-Lot, BBL) 번호 - BBL 번호는 건물이나 부지의 위치를 식별하며, 과세
로트(tax lots)라고도 합니다. 자치구 번호(맨해튼: 1, 브롱크스: 2, 브루클린: 3, 퀸즈: 4, 스태튼 아일랜드:
5)는 자치구 번호를 의미하며, 블럭 번호(1~5 개 숫자)는 시 블럭을 의미합니다. 로트 번호(1~3 개 숫자)는
블럭 내 로트를 의미합니다.
City of New York(City) – New York City 정부.
커뮤니티 위원회(Community Board, CB) — 자치구 대표 및 해당 커뮤니티 지역구의 시의회 구성원이
선정한 지역 대표 단체. 구획 변경, 건축 허가 및 기타 토지 사용 문제는 검토를 위해 CB 에 먼저 전달되며
여기에는 신규 가든 조성도 포함됩니다. CB 는 위원회로 조직됩니다. 커뮤니티 가드닝 사안은 일반적으로
공원 및 환경 위원회/분과 위원회(Parks and Environmental committees/subcommittees)에서 논의됩니다.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 -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대중에게 개방된 공간. 이
공간은 공용 또는 개별 텃밭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식물, 과일 및/또는 채소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가든과 이를 가꾸는 가드너는 환경의 지속 가능성, 공공 보건, 이웃과 도시의 커뮤니티 회복력에
기여합니다.
세제곱 야드(Cubic Yard) - 부피 측정 단위로 3 피트 x 3 피트 x 3 피트의 정육면체에 해당합니다.
위생부(Department of Sanitation, DSNY) —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담당하는 시 기관. DSNY 는
GreenThumb 과의 협업을 통해 가든 부지의 주요 청소도 지원합니다. NYC 퇴비 프로젝트(The NYC
Compost Project)는 DSNY 의 프로젝트입니다.
환경 보호 부서(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DEP) – 도시 상수도를 관리하고 대기 오염,
소음 공해, 유해물질 오염의 저감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기관. DEP 는 매년 NYC 커뮤니티 가든의 소화전
허가증을 발행합니다.
재정 후원자(Fiscal Sponsor) — 보조금이나 자금을 수령할 수 없는 그룹을 대신하여 이를 수령하는 조직.
이러한 조직은 일반적으로 501(c)(3) 비영리 조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세금이 면제됩니다. 때에 따라
지역 비영리 조직이나 그린 파트너 조직이 커뮤니티 가든 그룹을 대신해 재정 후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GreenThumb 은 재정 후원자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가든 연락 담당자(Garden Contacts) — GreenThumb 가든 그룹에서 GreenThumb 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 모든 가든은 GreenThumb 에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할 주요 및 보조 연락 담당자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요 및 보조 연락 담당자는 반드시 현재 사용 중인 전화번호,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를 제공해야 하며, 이 정보는 GreenThumb 이 가든 그룹에 연락하고자 하는 대중의 문의를 받는 경우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가든 연락 담당자는 각 그룹에서 지정하며 반드시 그룹의 지정된 리더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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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그룹(Good Standing) — GreenThumb 등록 계약 및 라이선스 계약을 준수하여 운영하며 눈에 띄는
위반 사항이 없는 GreenThumb 등록 및/또는 허가 받은 커뮤니티 가든 그룹. 우수 그룹이 아닌 가든은
GreenThumb 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린 파트너(Greening Partner) — 커뮤니티 가든에 이벤트, 워크숍, 용품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 풀뿌리 조직, 식물 가든 및 기타 조직.
GreenThumb 가든 그룹(“가든 그룹”) – GreenThumb 에 등록된 커뮤니티 가든을 가꾸기 위해 공동으로
GreenThumb 의 지원을 받는 개인 집단.
GreenThumb 가든 표창장 – GreenThumb 은 2016 년부터 GreenThumb 가든 표창장을 통해
GreenThumb 가든 그룹과 파트너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가드너는 여름에 프로그램
가이드나 GreenThumb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수상 카테고리에 후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GreenThumb 운영팀 — 토지 복구 프로젝트(Land Restoration Project, LRP)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GreenThumb 운영팀은 GreenThumb 의 필수적인 존재로 흙이나 목재 배송, 울타리 건설 및 수리, 나무
식재 및 가지치기, 도로 건설 및 수리, 기타 작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GreenThumb 가든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지원합니다.
GrowNYC 학교 가든(GrowNYC School Gardens) — NYC 도시 전역에 걸친 학교 가든 프로그램.
2010 년에 설립된 Grow NYC 학교 가든은 현재 GrowNYC 와 NYC Parks GreenThumb, 교육부 급식
사무소(Department of Education’s Office of School Food)와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GrowNYC 학교 가든에서는 NYC 소재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가든 재배를 배울 수 있는 지속적인 자원,
기술 지원, 훈련을 제공합니다.
토지 신탁(Land Trust) – 토지 신탁 기관 소유지에 위치한 커뮤니티 가든이 많습니다. 토지 신탁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토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조직이며, 이는 보통 조직의 사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NYC 에서는 가든을 커뮤니티에서 관리하는 공공 공간으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커뮤니티 가든이 위치한
토지를 몇몇 토지 신탁 기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New York City 내 토지 신탁에는 브롱크스 토지
신탁(Bronx Land Trust, BLT), 지역 가든 브루클린 동맹(Brooklyn Alliance of Neighborhood Gardens,
BANG), 브루클린 퀸즈 토지 신탁(Brooklyn Queens Land Trust, BQLT), 맨해튼 토지 신탁(Manhattan Land
Trust, MLT), 뉴욕 복원 프로젝트(The New York Restoration Project, NYRP)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토지 신탁은 소유지의 가든과 환경 교육 및 프로그래밍과 같은 기술적 지원 및 조직 지원을
제공합니다. New York City 의 토지 신탁 가든 대부분은 GreenThumb 에 등록된 가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과 허가 받은 커뮤니티 가든 그룹 — GreenThumb 라이선스 계약(“라이선스”)은 NYC Parks
관할지의 GreenThumb 가든 그룹에 NYC Parks 자산에서 식재할 법적 허가를 승인합니다. 갱신 가능한
4 년 라이선스 계약으로 허가를 받은 가든 그룹(허가 받은 가든 그룹)은 반드시 해당 계약과 그룹 부칙에
기재되어 있는 가든 운영 방식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피허가자(Licensee) - GreenThumb 라이선스 계약의 피허가자는 라이선스 계약에 지명된 가든
그룹입니다(GreenThumb 가든 그룹 참고).
계약 이행 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MOA) – NYC Parks 의 관할 외 토지에서 운영되는 가든
그룹이 GreenThumb 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MOA 에 서명해야 합니다. MOA 는 가든 그룹이
GreenThumb 의 무료 지원을 받는 대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과 커뮤니티 가든을 운영하는
것에 관한 특정 최소 요건을 지키는 데 동의하도록 합니다.
개방 시간 — 허가 및/혹은 등록된 GreenThumb 가든은 4 월 1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의 공식
GreenThumb 가든 시즌 중 주당 최소 20 시간을 개방하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당
개방하는 20 시간 중 적어도 10 시간을 명시한 일정 간판을 가든 게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GreenTh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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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계약 하에 운영되는 가든 그룹의 경우, GreenThumb 가든을 시즌 중 매 주말(토요일 및/또는
일요일)에 최소 5 시간 동안 개방해야 합니다. 게시한 시간은 GreenThumb 에 합리적인 사유를 고지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민 업무 담당자(Outreach Coordinator, OC) — 커뮤니티 가드너를 위한 GreenThumb 의 일차 접점. 각
OC 는 지리적 기반에 따라 가든 연락 담당자와의 소통 및 정보 공유를 담당합니다. 각 OC 는 NYC Parks
관할에 속하는 모든 가든에 연례 대민 업무 담당자 방문(Annual Outreach Coordinator Garden Visits)을
시행하여 GreenThumb 이 가드너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워크숍을 활성화하고,
이벤트를 계획 및 관리하는 한편, 물품 배송 조율, 가든 그룹 발전 및 조직적 구조 지원, 기술 지원 제공을
통해 가드너를 지원합니다. 직원 목록은 GreenThumb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원 집행 경관(Parks Enforcement Patrol, PEP) — PEP 직원은 유니폼과 배지(NYC 특수 경관 및 New
York State Peace Officer 신분)를 착용한 경관이며, 시 공원의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고 공원 이용자에게
공원 규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원의 야생 생물 및 시설을 보호합니다. PEP 경관은 NYS 형사법,
NYC 보건법, NYC 공원 규칙 및 규정을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PEP 경관은 NYC Parks 관할에 속한 시
자산을 보호하고 이러한 자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NYC Parks 가든 및
공원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이나 범죄에 관해 PEP 경관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PEP 에게 문제를
신고하려면 311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911 로 전화하십시오.
주요 및 보조 연락 담당자 – “가든 연락 담당자”를 참조하십시오.
프로그램 가이드 — GreenThumb 에서 제작 및 배포하는 계간 가이드로 다가오는 GreenThumb 및 그린
파트너 이벤트, 워크숍, 물품 배포, 가드닝 뉴스, 기타 가드너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버전의 프로그램 가이드를 다운로드하려면 GreenThumb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등록된 커뮤니티 가든 그룹 및등록 서류 — 토지 관할과 관계 없이 시 전체의 커뮤니티 가든 그룹은
GreenThumb 에 등록하여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든 그룹이 GreenThumb 에 등록하려면 가든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GreenThumb 의 사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심이 있는 가든은 GreenThumb 에 연락해 등록 서류 작업과 GreenThumb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학교 가든(School Garden) – 학교에서 관리하는 교육용 가든 학교 가든은 NYC 전역에 걸친 학교 가든
프로그램인 GrowNYC 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GrowNYC 학교 가든 프로그램에는 NYC 의 학교 가든 대표
연락 담당자인 대민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4

GreenThumb 직원 연락처 목록: https://greenthumb.nycgovparks.org/staff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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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연락처 정보
•
•
•
•
•
•

전화: (212) 602-5300
이메일: greenthumbinfo@parks.nyc.gov
웹사이트: nyc.gov/parks/greenthumb
Facebook: GreenThumbNYC
Instagram: @greenthumbgrows
Twitter: @greenthumbgrows

가드닝 지원
우수 GreenThumb 가든은 연중 다양한 가드닝 물품과 리소스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드너는 더 이상
물품을 요청하기 전에 워크숍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양, 퇴비, 우드칩, 멀칭재
가든은 GreenThumb 에 토양, 퇴비, 멀칭재, 우드칩 및/또는 돋움용 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재료를
수령하려면 가든은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재료 요청 양식(Materials Request Form)을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GreenThumb 은 공급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배송 일정을 계획할 것입니다. 배송은 자재
가용성과 직원 상황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송이란 “대량 배송”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GreenThumb 운영팀 혹은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의 별도 공지가 없는
한 해당 재료가 자루가 아닌 더미에 담겨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료
유형

설명

용도

토양

표토는 유기물이 포함된
모래, 침적토, 점토의
혼합물입니다.

표토를 사용하여 화단이나 기타 식재 구역에 흙을
채웁니다. 무기물이 모양새를 잡아주고 배수와
영양을 제공하는 한편, 유기물은 추가적인 영양과
보수성을 제공합니다.

퇴비

영양과 유익한 미생물이
풍부한 분해된 유기물.

화단에 적당량의 DSNY 퇴비를 혼합하여 영양을
더하고 토양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비는
과일이나 채소에 중금속이 흡수되는 것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말똥 퇴비

말똥 퇴비

질소가 풍부한 이 퇴비는 식물에 훌륭한 비료입니다.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멀칭재

잘게 부순 우드칩

주변 토양 표면에 멀칭재를 더하여 잡초의 성장을
방지하고 토양의 수분을 유지하여 다년생 식물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우드칩

우드칩(자잘한 멀칭재가
아닌 큰 칩)

길을 우드칩으로 덮어(깊이 최소 3 인치 이상) 먼지를
줄이고 중금속 노출을 방지합니다. 우수한 퇴비
중량제이기도 합니다. 1 세제곱 야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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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평방피트를 3 인치 깊이로 덮을 수 있습니다.

돋움용 흙(Clean
Fill)
PUREsoil NYC

저영양 토양

돋움용 흙은 구멍을 채우거나 가든 높이를 균일하게
하는 데 좋으며, 식물을 위한 영양이 없습니다.
퇴비를 섞어 배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장령 환경
개선(Mayor’s Office of Environmental Remediation,
MOER)의 PUREsoil NYC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돋움용 흙은 NYC 의 건설 공사 중 지면 깊은 곳에서
파낸 것입니다. 돋움용 흙의 사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nyc.gov/oer 를 참조하십시오.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관심이 있다면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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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제공: Babbie Dunnington, NYC Parks GreenThumb

목재
가든은 미가공 목재를 GreenThumb 에 요청하여 화단이나 기타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재가 더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물품 배분
GreenThumb 은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연 2 회 대규모 계절 물품 배분 을 진행합니다. 가든 그룹이 물품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 그룹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GreenThumb 에서 배부한 물품:
봄: 정원용 가방, 삽, 괭이, 갈퀴, 호스, 외발 수레, 기타
가드닝 장비, 퇴비
가을: 아이스브레이커, 쓰레기 봉지, 염화칼슘, 제설용 삽
재료는 매년 다를 수 있으며, 이용 가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GreenThumb 워크숍 물품
일부 물품은 연중 워크숍에서 배부됩니다. 워크숍 목록은 계간 GreenThumb 프로그램 가이드에 게재되며,
이 가이드는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GreenThumb 이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의
양식으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인쇄물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5 워크숍 일정은 웹사이트의 GreenThumb
이벤트 달력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에서 제공되는 샘플 물품은 책, 발아 재료, 하우스 장비, 지주대, 원예 가위, 기타 가드닝 물품
등입니다.
식재 재료
GreenThumb 은 연례 GreenThumb 식물 배분(GreenThumb Plant Distribution)에서 일 년에 한 번 봄에
커뮤니티 가드너에게 한정된 양의 식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우수한 각 등록 커뮤니티 가든 그룹은

5

GreenThumb 프로그램 가이드 책자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bit.ly/GTProgramGuide 에서 신청하십시오.

12

다양한 채소, 허브, 자생 식물 모종을 가져가서 동료 가드너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GrowNYC, Butterfly Project NYC, New York Botanical Garden Bronx Green-Up, New Yorkers
for Parks, New York Restoration Project 를 비롯한 기타 그린 파트너 조직의 식물 판매 및 나눔에
주목하세요. GrowNYC 에는 연례 식물 판매 행사가 있습니다. Butterfly Project NYC 및 Bronx Green-Up 은
무료 자생 식물을 제공하며, New Yorkers for Parks 는 무료 수선화 구근을 제공합니다. Brooklyn Botanic
Garden 은 협력 단체로 등록한 커뮤니티 가든에 구근과 기타 식물을, New York Restoration Project 는
Million Trees NYC 등을 통해 무료 묘목을 제공합니다.
가든이 본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식물을 특별 요청해야 하는 경우, 담당 대민 업무 담당자와 상담하여
GreenThumb 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DSNY 퇴비제공
DSNY 에서는 NYC Compost Project 를 통해 퇴비를 제공합니다. 가드너는 이 프로젝트에서 자루 퇴비
팰릿 또는 벌크 퇴비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1 월 및/또는 2 월에 nyc.gov/getcompost 에서 신청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팰릿 하나에 40 파운드 자루 60 개가 포함됩니다. 팰릿 하나보다 적은 양이 필요한
경우, 여러 그린 파트너가 자루를 배부합니다. GreenThumb 은 일반적으로 봄 물품 배부 시 퇴비 자루를
배부하며, 일부 가든은 봄과 가을에 연례 퇴비 제공을 주최합니다.

공공 프로그램
GreenThumb 은 매년 150 개 이상의 교육 워크숍과 대규모 공공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1,000 명 이상이
이벤트에 직접 참석하고 있으며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상 웨비나를 확장한 결과 참여 인원이 세
배로 늘었습니다. GreenThumb 의 모든 워크숍, 훈련, 이벤트는 무료이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GreenThumb GrowTogether 총회
GreenThumb 은 1984 년부터 연례 GreenThumb GrowTogether 총회 함께 재배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총회는 하루 전체에 걸쳐 강연, 워크숍 실습 활동, 교류로 이루어지며, 오랜 친구와 재회하고 시 전역의
커뮤니티 가드너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GreenThumb 수확 박람회(GreenThumb Harvest Fair)
GreenThumb 은 1979 년부터 매년 가을, 가든을 풍성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NYC 커뮤니티 가드너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연례 기념식은 시 전역의 커뮤니티 가드너와 그린 파트너의 업적을
기리고 수확물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사위원이 선정한 채소, 과일, 꽃에는 권위 있는
리본이 수여됩니다. 연례 Fresh Chef 콘테스트에서는 가드너가 즉흥 요리 기술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만든 음식으로 심사위원과 청중을 사로잡으며 대결을 펼칩니다. 이 콘테스트에서는 GreenThumb
가든에서 직접 수확한 재료가 자주 사용됩니다. GreenThumb 수확 박람회도 블록 파티처럼 실습
워크숍,레크리에이션 활동만들기를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이벤트입니다.
GreenThumb 가든 개방일 NYC
GreenThumb 은 2018 년 여름부터 커뮤니티 가드너들이 같은 날에 대중에게 문을 개방하고 무료 활동,
투어, 퍼포먼스, 교육 워크숍, 봉사활동의 날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GreenThumb 가든
개방일 NYC 는 대중이 주변의 커뮤니티 가든에 대해 알고 함께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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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Thumb 워크숍
GreenThumb 은 기초부터 고급 가드닝, 퇴비 제작, 목공, 약초학, 커뮤니티 조직, 그룹 구조, 기금 모금 등의
다양한 주제로 연중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모든 워크숍은 웹사이트의 이벤트 6 페이지에 게시되며 디지털
뉴스레터를 통해 공유됩니다. 7 GreenThumb 웹사이트에서 GreenThumb 의 모든 워크숍정보를
확인하시고 메일링 리스트 6 에 가입하셔서 계간 프로그램 가이드의 인쇄본을 받거나 디지털 버전을
다운로드 8 하십시오.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GreenThumb 은 GreenThumb 워크숍과 이벤트에서 언어
접근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GreenThumb 웨비나 영상은 bit.ly/GreenThumbWebinars 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GreenThumb 훈련
GreenThumb 훈련은 연간 진행되는 워크숍 시리즈 이외의 과정이나 자격증으로, 수일에 걸쳐 진행되며,
특정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에 등록된 회원 전용이며 가드너가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합니다. GreenThumb 훈련에는
GreenThumb Leadership Academy, Uprooting Racism, GreenThumb Pruning Brigade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 훈련 프로그램은 각 대민 업무 담당자와 프로그램 가이드를 통해 홍보되며
Greenthumb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정보가 게시됩니다.

기술 지원
GreenThumb 은 가든 그룹에 기술 지원과 조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직원들은 가든 그룹의 작업일 및
자원봉사 이벤트 구성, 가든 관리를 위한 절차와 부칙 개발, 정보 및 자원 획득, GreenThumb 규칙 및 규정
확인, 회원 구성, 신규 가든 그룹 구축, 원예에서 닭장, 접근 가능한 통로 구축에 이르는 가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얻는 과정을 돕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우수 그룹에 속하는 GreenThumb 가든 그룹은 GreenThumb 을 통해 할인된 금액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배송, 수거, 관리는 이동식 화장실 업체에서 제공되지만, 배송에 관해서 업체와
상의하는 것은 가든 그룹의 책임입니다. GreenThumb 은 연 2 회 이동식 화장실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기한은 대민 업무 담당자를 통해 안내됩니다. 신청 마감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배송, 수거, 관리 규약을
따르지 않으면 추후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GreenThumb 의 모든 이벤트는 다음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reenthumb.nycgovparks.org/gardenevents.html
7 http://bit.ly/GTProgramGuide 에서 Subscribe to receive GreenThumb 의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하거나
GreenThumb 프로그램 가이드의 분기별 발행물 사본을 우편으로 신청하십시오
8 https://greenthumb.nycgovparks.org/publications.html 에서 GreenThumb 프로그램 가이드 PDF 버전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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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9
유기 폐기물
가든 폐기물이 분해 가능한 경우(잎, 가지, 식물), 가든 내에서 퇴비로 만들거나 DSNY 유기물 수거
서비스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NYC 퇴비 프로젝트 10(NYC Compost Project)에 문의하여 가든 내 퇴비
제작 작업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11 GreenThumb 의 퇴비 제작 툴킷(Composting Toolkit)을 통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12
DSNY 도로변 유기물 수거 서비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도로변 수거 서비스도로변 수거
서비스(curbside collection service)를 신청하면 가든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DSNY 에서 가든에 뚜껑과 잠금 장치가 달린 갈색 쓰레기통을 제공합니다. 이
쓰레기통에 투명한 비닐봉지를 씌워 농지의 쓰레기, 잎, 자른 잔디나 손질한 가지 등을 퇴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갈색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습니다.

목재 폐기물
유기물 수거를 신청한 가드너는 2 피트 x 4 피트 이하의 크기로 묶은 목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으며,
DSNY 는 이 자재로 퇴비를 만듭니다 2x4 피트 묶음보다 큰 대량의 목재 폐기물이 있거나 DSNY 도로변
유기물 수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11 번에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14에 접속해 NYC Parks 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낙엽
잎은 퇴비의 훌륭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가든에 아직 퇴비 시스템이 없다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든이 유기물 도로변 수거 서비스를 받는 경우, 잎과 농지 폐기물을 바로 갈색 유기물 쓰레기통에 넣으면
됩니다. 갈색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는 농지 폐기물은 잔디 및 낙엽용 종이 봉투에 넣거나 "Yard Waste
Only(농지 폐기물 전용)" 라벨이 있고 비닐을 씌우지 않은 용기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낙엽을 비닐
봉투에 넣지 마십시오. 비닐 봉투에 넣은 낙엽은 쓰레기로 수거됩니다. DSNY 는 이벤트 시 무료 낙엽
봉투를 제공하며, 종이 낙엽 봉투는 여러 공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도로변 유기물 수거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 DSNY 웹사이트에 접속해 커뮤니티 지역구에서
낙엽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기 폐기물

일회 수거
분해할 수 없는 폐기물(쓰레기, 벽돌, 금속 등)은 GreenThumb 및/또는 DSNY 가 수거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가든 정돈일을 계획 중인 경우,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기 최소한 6 주 전에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전체 쓰레기를 분류한 뒤 튼튼한 검은색 비닐
봉투에 담아 수거 예상 시간 전에 도로변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COVID-19 로 인한 DSNY 서비스 변경의 최신 소식을 얻으려면 www1.nyc.gov/assets/dsny/site/news/third-newsarticle 에 방문하십시오.
9

10
11

NYC 퇴비 프로젝트 웹사이트 nyc.gov/compostproject 에 방문하십시오
NYC 퇴비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nyc.gov/compostproject 를 방문하십시오

GreenThumb 퇴비 제작 툴킷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주소로 접속하십시오.
https://greenthumb.nycgovparks.org/news.html?news_id=481
13on.nyc.gov/request-organics 에서 도로변 유기물 수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14 nycgovparks.org/services/forestry/wood-debris-removal 에 접속해 목재 폐기물 수거를 요청하십시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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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가든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즉시 311 에 즉시 전화하여 신고하고 수거를 요청합니다. NYC
311 앱을 통해서도 쓰레기 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록용으로 제공한 "요청 번호(Request number)"를
항상 기록해야 합니다. 쓰레기 투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담당 미화원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근의 폐기물을 수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한 다음 GreenThumb 가드닝 프로그램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미화원을 가든으로 초대해 방문하도록 합니다. 이웃과 교류하는 것은 커뮤니티 강화뿐만
아니라 가든의 지속적인 성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민 업무 담당자가 적절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수거
정기적으로 도로변 수거가 필요한 가든 그룹은 DSNY 에 문의해야 합니다. 수거 서비스 신청은
newservice@dsny.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 신청하거나 다음 주소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NYC Department of Sanitation
수신인: New Service
125 Worth St., Room 700
New York, N.Y. 10013
서비스 신청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
1. 가든의 전체 주소(블록 및 로트 번호 포함)
2. 연락 담당자의 이름 및 주간 전화번호
3. 가든의 GreenThumb 라이선스 계약 사본(또는 NYC Parks 의 관할이 아닌 가든인 경우
GreenThumb 과의 MOA)
4. 가든의 현 등록 상태를 설명하는 GreenThumb 으로부터의 편지
수거 서비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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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사무소(Collection Office)에서 신청서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약 2 주 후에 신청자는
서비스 시작 예정일과 수거일을 고지받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646) 885-4830 번으로 전화를 걸어 수거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SNY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16 가든의 수거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해 GreenThumb 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15
16

다음 주소에 접속해 수거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www1.nyc.gov/assets/dsny/site/contact/request-collection-service
위생부 웹사이트: http://nyc.gov/d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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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Parks 관할 가든의 라이선스 및 등록 요건
가든 그룹이
GreenThumb 으로부터 지원 받을 자격을 갖추고 유지하려면 여러 문서에 작성(서명)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
GreenThumb 라이선스 계약은 GreenThumb 가든 그룹에 NYC Parks 관할 토지 내 가든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허가를 부여 합니다. 갱신 가능한 4 년 라이선스 계약의 서명인(허가 받은 가든 그룹)은 반드시 해당
계약과 그룹 부칙에 기재되어 있는 가든 운영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이선싱 및 등록 패킷
모든 가든은 매 4 년마다 반드시 라이선싱과 등록 패킷을 완료해야 하며 매년 요청이 있을 때마다 회원
자격 조항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The GreenThumb 등록 패킷을 통해 각 지역 커뮤니티 가든 관련 최신
정보를 획득하고 각 가든 그룹이 Greenthumb 의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합니다.
NYC Parks 관할 가든의 경우 라이선싱 패킷 전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
•
•
•

모든 가든 회원의 전체 연락 정보: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17
내부 울타리 또는 창고 구조물 자물쇠의 전체 열쇠 및/또는 비밀번호 조합의 사본. 여러
개의 자물쇠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 가든 게이트의 열쇠 및 비밀번호 조합의 사본.
GreenThumb 가든 등록 신청서 전체
가든 부칙의 사본.
NYC Parks 와 가든 그룹 간의 완전히 이행된 라이선스 계약

NYC Parks 관할 부지에서 운영 중인 모든 GreenThumb 가든 그룹은 우수 그룹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GreenThumb 라이선스 계약을 이행하고 라이선싱 및 등록 패킷을 완료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올바른 서명 게시 — 모든 GreenThumb 가든은 GreenThumb 에서 제공한 서명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및
연락처 정보를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NYC Parks 관할에 속한 가든은 GreenThumb 이 제공한 NYC Parks
서명을 게시해야 합니다.
개방 시간 게시 및 유지 — 모든 커뮤니티 가든은 4 월 1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 주당 20 시간 이상을
대중에게 개방해야 하지만, 가드너는 최대한 많이 가든을 개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0 시간의 개방 시간
중 최소한 10 시간은 매주 일정해야 하며, 가든 게이트에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게시된 시간에는
가든을 반드시 대중에 개방해야 합니다. 시즌 중에는 게시한 10 시간 중 최소한 총 5 시간은 매 주말(토요일
및/혹은 일요일)에 대중에 개방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표지판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표지판을 제작해
드립니다. 담당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활동 가든 회원 — 모든 GreenThumb 가든은 활동하는 참여 회원이 있어야 하며 새로운 회원을 받는
문서화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연례 가든 등록 시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전체 가든 회원 목록을
GreenThumb 에 제출해야 합니다. GreenThumb 은 이 정보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며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가든 회원 목록의 업데이트 사항은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17

GreenThumb 은 법정의 요청이 없는 한 이 정보를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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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든 공간 관리 — 창의력을 발휘해 보세요. 가든은 여러분의 커뮤니티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이 가든을 즐겁게 디자인하고 구성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간단한 요건을
지켜주기를 요청합니다.
●
●
●
●
●

●
●
●

모든 채소와 허브는 깨끗한 흙으로 채워지고 멀칭용 부직포를 깐 화단에서 길러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 핸드북의 토양 가드닝 안전 요건 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든 내부 및 가든에 인접한 보도, 연결 통로, 대로변은 깨끗하고 눈, 얼음, 쓰레기, 식물 잔해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쓰레기, 폐기물, 개인 물품을 가든에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쥐를 처리하는 일보다 쉽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모든 수원(물통, 빗물 저장 시스템 등)을 덮어 두어야 합니다. 고인 물에서는 모기가 발생합니다.
커뮤니티 가든 내 지어진 모든 구조물(정자, 작은 집, 창고 등)은 GreenThumb 과
건설부(Department of Building)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든 내에 구조물을 짓기 전에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GreenThumb
핸드북의 구조물 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울타리, 화단, 테이블, 벤치, 의자, 기타 물품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도구를 창고나 잠금 장치가 있는 도구함 등의 저장 공간에 깔끔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가든이 보이도록 시야를 확보하여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개방감을
증진시킵니다.

개방된 공공 공간으로 가든 관리 – GreenThumb 가든은 대중에게 개방되어 누구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나이, 인종, 시민권 상태, 피부색, 장애, 성별, 성 정체성, 결혼 여부, 출신 국가, 임신, 종교, 성
지향성, 군 복무 또는 전역 상태와 무관하게 모두를 포용하는 공간입니다. 가든은 누구든 환영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신규 회원을 받기 위한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 이벤트 주최 — 모든 가든은 토지 소유권이나 관할과 관계 없이 매년 2 회 이상 무료 공공 이벤트를
주최해야 합니다. NYC Parks 소유지에서 운영 중인 가든 그룹은 이벤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하는 경우, GreenThumb 웹사이트와 공원 달력에 이벤트를 게시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핸드북의
이벤트 장을 참조하십시오.
가든을 사용하지 않을 때 가든 보호 — NYC Parks 관할의 커뮤니티 가든은 여러 개의
자물쇠 연결 잠금 장치를 사용하거나 GreenThumb 이 지시 및 승인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GreenThumb 이 가든 게이트에 여러 개의 자물쇠 연결 잠금 장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든은 자비로 입구 및 창고 시설을 비롯한
가든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물쇠의 전체 열쇠 사본 두 벌이나 비밀번호 조합을
GreenThumb 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GreenThumb 은 모든
자물쇠를 제거합니다.
GreenThumb 은 응급 상황이나 배송, 현장 방문을 위해 가든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NYC Parks 관할에 속하는 커뮤니티 가든의 경우, GreenThumb 은 여러 개의
자물쇠연결 잠금 장치가 없거나 열쇠가 GreenThumb 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자물쇠를 절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자물쇠 연결
잠금 장치(Daisy chained
garden locks)

가든은 가든 게이트에 자체 자물쇠와 열쇠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이상 자물쇠 및/또는 열쇠를 바꿀 때마다 GreenThumb 에 열쇠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가든은 GreenThumb 이 제공한 자물쇠를 이용하여 가든 자물쇠를 잠가야 합니다(그림 참고).
해당 자물쇠의 접근 권한은 오로지 GreenThumb 에만 있습니다. Parks 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든 접근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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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원봉사자들이 가든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은 자원봉사자 단체에
의해 관리됩니다. 모든 피허가자는 가든이 학교, 교회, 비‐영리 또는 기타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지와 관계
없이 회원 자격과 부칙을 포함한 면허의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가든에 알맞지 않은
부칙을 보유한 조직은 가든 공간에 적용되는 별도 부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이선스와 가든 부칙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지역 주민은 자유롭게 GreenThumb 가든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의사 결정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은 절대로 외부 조직의 회원 자격을 조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요 및 보조 연락 담당자의 라이선스 계약 서명 — NYC Parks 관할 커뮤니티 가든이 운영되려면
GreenThumb 라이선스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서명자는 법인 또는 다른 외부 조직의
대표가 아니라 각자의 자격으로 서명하는 가든 그룹 내 두 명의 개별 회원이어야 합니다. 서명자는 가든에
대한 권한을 갖지 않으며, 그룹의 지배 구조와 의사 결정 구조는 가든 그룹이 결정합니다. 부칙 제정과
수정을 참고하여 이 핸드북의 가든 연락 담당자의 역할 장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위험 발생 가능성 인지 — 가든 그룹은 연 2 회 회원에게 커뮤니티 가든 활동이 격렬한 신체 활동 참여, 가든
기구 사용(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이 사용), 화단 건설, 제설, 울퉁불퉁한 오솔길 걷기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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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책임 -위의 항목과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된 위험 발생 가능성 인지 조항은 현장에서 특정 활동에
참여할 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든 회원에게 알립니다. 이는 대중이 도시 소유물을
사용하거나 혹은 조직화된 스포츠와 같이 부상 위험이 내재된 활동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책임과 같습니다.
부상 가능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떤 경우에라도 특수하고 고유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원에서의
부상 가능성을 줄이는기 위해 Parks 가 관할 공유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가든 그룹은 공공 프로그램 진행 예정을 Parks 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더 자세한 정보는 이벤트 장 참조).
2007 년까지 City 에서는 가드너가 NYC Parks 의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책임 보험 정책을 보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험 제공 비용이 상승하면서 몇몇 가든 그룹이 City 에 이 요건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City 에서는 해당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든 그룹은 가든 그룹을 법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했고 그룹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책임 보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든
그룹은 법인을 설립하고 책임 보험을 보유하는 선택권이 있지만 라이선스 계약 상 의무 조건은 아닙니다.
법적 책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City 에 소속되지 않은 프로보노 법률 서비스 제공자의 무료 법률 상담을 비롯해 무료 또는 저렴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표지판
다음 유형의 표지판은 필수이며, GreenThumb 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

NYC Parks 표지판 — NYC Parks 관할에 속하는 커뮤니티 가든의 경우, GreenThumb 에서는 해당
가든이 GreenThumb 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과 규칙 관련 정보를 여러 언어로 설명하는 표지판을
제공합니다.
GreenThumb 표지판 – NYC Parks 관할에 속하지 않는 커뮤니티 가든의 경우,
GreenThumb 에서는 해당 가든이 GreenThumb 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표지판을
제공합니다.
개방 시간 표지판 — 가든의 재배 시즌(4 월 1 일~10 월 31 일) 중 주간 개방 시간을 표시한 표지판.
요청이 있을 경우 대민 업무 담당자가 제작해 드립니다. 이 표지판에는 가든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GreenThumb 에 등록된 모든 가든은 개방 시간 표지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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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발생 가능성 인지 — NYC Parks 관할의 커뮤니티 가든의 경우 GreenThumb 은 커뮤니티
가든 활동이 격렬한 신체 활동 참여, 가든 기구 사용(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이 사용), 화단 건설, ,
울퉁불퉁 한 오솔길 걷기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심각한 신체 상해와 심지어 사망의
위험이 있는 활동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명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표지판이 손상되거나 손실된 경우,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YC Parks 표지판 견본

개방 시간 표지판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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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Parks 관할이 아닌 가든용 GreenThumb
표지판

NYC Parks 관할이 아닌 가든용
GreenThumb 표지판

위험 표지판의 인식

대민 업무 담당자의 연례 가든 방문
GreenThumb 이 가든과 가드너의 요구를 듣고 이듬해 지원 사항을 계획하는 것을 돕기 위해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가 재배 시즌 중 연 1 회 NYC Parks 관할에 속한 가든을 방문합니다. 대민 업무 담당자는
울타리 및 도보 상태, 구조물의 안전 상태, 가든의 전반적인 외관, 동물의 생활 환경과 같은 가든 관리와
관련된 여러 사항과 더불어 가든 그룹의 부칙 보유 여부나 충분한 회원 수 보유 여부와 같은 그룹 내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가든 그룹이 GreenThumb 라이선스 계약과 NYS 및
NYC 의 적용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운영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며, GreenThumb 이
커뮤니티 가든의 관리자로서 가든을 지지하기 위해 가드너의 요구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대민 업무 담당자 또한 이러한 방문을 가든 그룹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GreenThumb 은 가든 대표들이 함께하도록 초대합니다. 대민 업무 담당자가 가든을 방문하기 이전에 방문
사실을 공지하여 가드너가 참석하고 이 프로세스에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가든 방문은 가드너와
대민 업무 담당자가 가든의 요구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GreenThumb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현장 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민 업무 담당자가 현장 방문 때 살펴보는 항목의 전체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점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다음 카테고리의 항목 중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 평가 및 기록이 이뤄집니다.
•
•
•

인프라(울타리, 게이트, 보도, 옹벽,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공시설)
구조물(작은 집, 정자, 무대, 창고, 퇴비 시설, 의자 등)
조경(나무, 조형물, 식물, 개방된 공간, 도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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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유지 보수
동물
그룹 발전
침범 및 불법 통행
라이선스 계약

현장 점검 후, 대민 업무 담당자가 가든 그룹과 피드백을 논의하고,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GreenThumb 에서는 GreenThumb 라이선스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공식
위반.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위반 및 처분
가든 그룹이 가든을 포기했거나 GreenThumb 이 특정 가든 그룹에 대해 위반 사항을 해결 및 정정할
능력이 없거나 이러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GreenThumb 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가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철회될 위험이 있습니다. 포기에는 가든 유지 실패, 서신 연락 미응답,
필수 개방 시간 미준수 및 이벤트 미개최의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률 위반또는 GreenThumb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비롯한 심각한 위반 혐의가 있는 가든 회원은 NYC Parks 의 조사를 받으며 NYC
Parks 가 적절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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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든 관할 구역에 위치한 가든의 등록 요건
이 항목에서는 NYC Parks 이외의 모든 시, 주 또는 연방 기관의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과 토지 신탁
또는 사유지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을 다룹니다.

계약 이행 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MOA)
NYC Parks 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커뮤니티 가든은 가든이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는 것을 진술하는
MOA 에 서명해야 합니다.
●
●
●
●
●
●

주변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식물 가든을 디자인하고 설치합니다.
매년 4 월 1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주당 20 시간을 개방하여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토요일과 일요일)에 총 5 시간의 공공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매 시즌 2 회 이상의 무료 커뮤니티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매년 하나 이상의 GreenThumb 이 후원하는 이벤트에 대표가 참여합니다.
가든의 외부 울타리에 그룹의 이름, 연락 담당자의 이름과 번호, 가든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는
정보, 가든을 대중에 개방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게시합니다.
가드닝 텃밭 및/또는 가든 회원을 선착순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대기자
명단을 사용하고, 텃밭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입을 원하는 대중을 회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가든 그룹이 이러한 최소 요건에 동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뤄집니다.
●
●
●

GreenThumb 에서 토양, 목재, 식물, 가드닝 도구를 비롯한 제한된 분량의 기본적인 가드닝 재료
및 물품을 제공합니다.
GreenThumb 에서 그룹 발전 지원, 네트워킹 이벤트, 리소스 박람회, 교육 워크숍 등의 가든
프로그래밍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GreenThumb 이 가든의 사전 동의를 얻어 가든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모든 가든은 매 4 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등록 패킷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정식 회원 자격 목록
• GreenThumb 가든 등록 패킷 전체
• 가든 부칙의 사본(선택 사항)
• 가든 그룹이 해당 부지에서 가드닝을 하도록 허가 받았다는 증명 서류(마지막 등록 이후 만료된
경우)
• 서명된 MOA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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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가드닝 안전 요건
도시 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GreenThumb 가든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는 항상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재배해야 합니다. 토양 오염은 과거의 유연 휘발유 사용, 쓰레기 투기, 벗겨지는 페인트가
있는 오래된 건물 자재, 공기 및 수질 오염, 기타 원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GreenThumb 정책:
GreenThumb 은 미국 환경 보호 기관(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문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의 재사용: 도시 토양에서 가든 꾸미기(Reusing Potentially Contaminated Landscapes: Growing
Gardens in Urban Soils)에 개괄된 도시 토양의 이해에 대한 기본 틀을 따릅니다. 18 다음과 같은
GreenThumb 요건을 준수하여 중금속이 식품에 침투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

•
•

사람들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과일과 채소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양과의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모범 방식을 활용해 재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에는 과일과 채소를 울타리가
둘러진 화단에서 기르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구역과 주변 토양 사이에 장벽(멀칭용 부직포 등)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모든 놀이 공간, 좌석 공간, 보도 등 토양이 노출된 곳은 항상 멀칭재(예: 우드칩), 잔디 또는 기타
표면 보호 덮개로 덮어야 합니다. 이는 먼지가 옮겨가서 농작물에 떨어지는 것을 막고, 가드닝 중에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매년 가을이나 봄에, 각 화단의 흙을 2 인치 정도의 퇴비로 덮은 다음, 가든의 통로에는 새
우드칩을 2 인치 정도로 뿌립니다.
GreenThumb 은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가든 그룹이 이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무료 목재, 토양, 퇴비, 우드칩, 멀칭재의 경우, 재료 요청 양식을 작성해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하십시오. GreenThumb 은 위의 요건 외에도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
●
●

●
●

토양에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첨가합니다. 유기 입자는 중금속과 결합하여 중금속이 식물에
흡수되지 않도록 합니다.
pH 농도를 중성에 가깝게 유지하고 배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염물이
토양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pH 농도는 6.5~6.8 입니다. 토양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pH 농도가 7.0 에 가까우면 좋습니다.
가드닝을 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마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장화와 옷에서 흙을 털어 냅니다.
농작물을 깨끗하게 씻고 뿌리채소는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토양 구매
GreenThumb 을 통해 한정된 양의 무료 토양과 퇴비를 받을 수 있지만, 가든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된 토양이 아닌 대량 토양 구매에 적용되지만, 가든 그룹이 합성 비료 또는
살충제로 포장된 토양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NYC Parks 관할 지역의 커뮤니티 가든으로 대량
토양을 가져오는 경우 GreenThumb 은 모든 토양이 다음 사양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

NYC Parks 의 승인을 받은 판매업자여야 합니다.

18

이 문서를 다운받으려면 다음 주소에 접속하십시오. epa.gov/sites/production/files/201403/documents/urban_gardening_fina_fact_she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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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토는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이 테스트는 주로 판매업자가 시행합니다. 또한 배송이 승인되기 전
유기물, pH, 질감, 중금속 수치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송:
○ 계약자는 표토 배송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책임을 지며, 방해되거나 손상된 모든 영역은
GreenThumb 이 만족하는 한 원래 상태로 복원됩니다.
○ 계약자는 표토 배송 예정일보다 최소 5 영업일 이전에 GreenThumb 에 알려야 합니다.
○ 별도의 지시 사항이 없는 한 표토는 특정 토양 샘플링과 테스팅이 완료되기 전에 배송지에
둘 수 없습니다.

이 목록은 요약된 목록입니다. 판매업자 혹은 계약자가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 전체를 확인하려면, 부록
A 를 참조하십시오. GreenThumb 은 이 요건에서 용인되는 한계 범위를 벗어나는 표토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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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 건설
화단은 가드너가 깨끗한 표토와 퇴비를 채울 수 있는 가공되지 않은 목재 프레임 또는 기타 울타리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1 단, 2 단, 3 단 높이가 있어 과일과 채소 작물이 뿌리를 내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며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는 가드너가 쉽게 가드닝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단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오염물을 포함할 수 있는 아래 토양과 농작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재료
•

•

•

•

목재: GreenThumb 은 가든 그룹에 화단 건설 및 기타 가든 프로젝트를 위한 가공되지 않은 목재를
제공합니다. 식용 농작물 재배 용도로 자체적으로 목재를 조달하는 경우, 방부목은 비소 및 기타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멀칭용 부직포: 화단에 멀칭용 부직포를 깔면 화단의 깨끗한 표토와 그 아래의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토양 사이의 장벽이 생기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멀칭용 부직포는 화단의 내구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 멀칭용 부직포를 사용하는 경우 가위와 스테이플건 또는 멀칭용 부직포 스테이플을
사용해야 합니다.
도구: 화단 조립에는 다음과 같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 톱
○ 망치와 못, 혹은 전동 드릴과 나사
○ 수평계
○ 막삽 및/또는 각삽
○ 줄자
○ 말뚝, 끈, 나무망치
○ 스테이플건
토양: GreenThumb 은 표토, 퇴비, 또는 이 둘을 혼합해서 제공합니다. 가든 그룹에서 모금을 하여
Parks 승인 업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흙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토양 구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조).

조립: 19
화단이 위치할 장소를 표시합니다. 각 모서리에 네 개의
말뚝을 박고 그 사이를 끈으로 묶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화단을 한 번에 건설하는 경우 보도에
손수레(24 인치)와 휠체어(36 인치)가 이동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만들고 디자인을 실현하는 데 충분한 공간이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토양을 갈퀴로 긁어 평평하게 하고 잡초를
제거합니다.

19

그림 제공: Clarisa Diaz, WNYC:
https://www.wnyc.org/story/poisoned-ga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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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멀칭용 부직포를 깔고 멀칭용 부직포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1 피트 간격으로 고정합니다.
a. 화단이 하나인 경우, 멀칭용 부직포가 화단의
가장자리보다 몇 인치 커야 합니다.
b. 화단이 여러 개 나란히 연결된 경우, 전체
구역을 한 번에 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멀칭용 부직포의 가장자리가 서로
몇 인치 겹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우선 화단을 만든 후에
스테이플건을 사용하여 부직포를 씌우는
것입니다.

3. 목재를 자르고 화단을 만드세요! 8 피트 x 4 피트 화단
하나의 경우, 8 피트 목재 합판 세 개가 필요합니다.
두 개는 긴 쪽에, 다른 하나는 반으로 잘라 짧은 쪽에
사용합니다.
a. 화단 위치에서 화단을 조립하는 경우
말뚝/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b. 2 인 1 조로 작업하는 것이 화단 조립에 가장
적합합니다. 한 사람이 모서리를 위치에
고정하고 다른 사람은 망치와 못 혹은 전동
드릴과 나사를 사용하여 합판을 연결합니다.
i.
전동 드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멍을 뚫어 목재가
갈라지지 않도록 합니다.
c. 뿌리 채소나 토마토, 케일, 콜라드, 옥수수,
호박류와 같이 뿌리가 길게 자라는 채소를
기르려면 2 단 화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1 단
화단은 허브, 루꼴라와 같은 잎 채소에
적합합니다.
i.
첫 번째 단과 동일한 수치로 두 번째
단을 만듭니다.
ii.
두 번째 단을 화단의 첫 번째 단 위에
올립니다.
iii.
2x4 인치 목재 조각(또는 가공되지
않은 자투리 목재)을 각 모서리에
더합니다. 두 개의 화단이 서로
맞았는지 확인하고
모서리 막대에 고정합니다.

4. 화단 조립이 끝나면, 아직 정해진 장소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옮겨 설치합니다.
5.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수평이 맞지 않으면 돌이나 벽돌, 흙을 더해 낮은
모서리나 가장자리를 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틈새가 커진다면 토양을 안쪽에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플건을 이용해 화단에 멀칭용 부직포를 씌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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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단을 토양으로 채웁니다. 토양은 평평하고 화단의
상단부와 수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1 세제곱 야드의
토양으로 8 피트 x 4 피트 화단 하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
각 시즌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화단에 수 인치의 퇴비를 덮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토양 높이를 화단 맨
위에 맞춰 식물 뿌리가 자라기에 충분한 공간을 줌으로써 아래 토양까지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시즌 내내 맛있는 채소를 기른 후 토양에 영양을 재공급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화단의 토양 높이가 너무 낮으면 퇴비만이 아니라 토양과 퇴비의 혼합물을 채워야 할 수 있습니다.
통로와 개방된 공간
통로, 벤치 구역, 가든 내 기타 개방된 공간은 우드칩과 같은 멀칭재로 덮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화단 토양이 바람으로 인해 오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멀칭재는 아래 토양의 유기
물질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며 오염 물질을 막아 식물이 오염 물질을 흡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멀칭재를 가든의 맨땅에 뿌리는 첫해에는 3 인치 깊이의 멀칭재(곱게 분쇄되고 약간 부러진 우드칩)나
6 인치 깊이의 신선한 우드칩을 뿌려야 합니다 그 후에는 길에 매년 1~2 인치를 덮으면 됩니다.
GreenThumb 워크숍에서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멀칭재나 우드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리소스:
안전한 토양 관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리소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NYC 보건정신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www1.nyc.gov/site/doh/health/health-topics/urban-gardening.page
NYC 퇴비 프로젝트 - www1.nyc.gov/assets/dsny/site/our-work/reduce-reuse-recycle/communitycom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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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구조물
작은 집, 온실, 창고 건물, 정자정자보기 와 같은 구조물커뮤니티 가든에 수확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가드닝 시즌을 연장하며 물품을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조물과 건물
GreenThumb 정책
이 항목의 정책은 NYC Parks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에 필수적입니다.
●

NYC Parks 관할에 속한 GreenThumb 가든 그룹은 신규 가든 구조물에 대한 계획을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대민 업무 담당자가 GreenThumb 의 승인
프로세스에 맞게 해당 제안을 이끌 것입니다.

NYC 법률
커뮤니티 가든 내 건설한 모든 구조물은 건설부가 발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획지와 무관하게 NYC Parks 또는 기타 승인된 기관이 소규모 가든으로 사용하는 시 소유의
토지에 건설한 온실이나 정자는 NYCBC S.27-297 (d)에 개괄된 바와 같이 공용 주차장의 부속
건물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가연 소재로 건설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작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
●
●

1 층 이하
높이 10 피트 이하(NYC 구획 코드의 23-44(b)항에 따라 온실은 1 층이거나 인접한 땅에서
15 피트 높이 중 더 낮은 쪽으로 제한됩니다)
면적 150 평방피트 이하
로트 경계로부터 6 피트 이상의 간격
구조물이 사방으로 막힌 경우 창고와 같은 점유 불가 공간만 있음. 구조물의 사방이 열린
경우 앉아서 쉴 수 있는 점유 공간(정자의 벤치 좌석과 유사).

창고 건물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면적이 120 평방피트 이하
● 필수 창문을 가리지 않음
● 로트 경계로부터 3 피트 이상의 간격.
GreenThumb 의 승인이 있는 경우, 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구조물이 있는 가든은 반드시
건설부에서 건축 허가를 받거나 위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에 맞게 구조물을 변경해야
합니다.

공공 시설
GreenThumb 정책
이 항목의 정책은 NYC Parks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에 필수적입니다.
●

수도 – GreenThumb 은 커뮤니티 가든 부지 내 수도를 설비할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든 그룹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수도 설비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연락하기 전, 가든 그룹은 다음을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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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얼마나 들지(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음), 얼마나 걸릴지(일반적으로 4~6 년)
등의 사항에 대해 대민 업무 담당자와 상의합니다.
○ NYC Parks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의 경우, GreenThumb 이 해당 계획을 승인하고
가든 그룹이 자본 적격 개선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면 NYC Parks Capital 을 통해 설비가
이루어집니다. 수도가 설비되면 NYC Parks 에서는 봄에 수도를 개방하고 가을에
잠급니다. 가든은 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 – 커뮤니티 가든에 전기 설비가 허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든이 내부에 전기를 설비하고자
하는 경우 가든 그룹은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

부지 관리
NYC Parks 는 관할에 속한 모든 공용 공간을 안전하고 이용하기 쉬운 곳으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부지, 로트 경계, 적절한 출입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항목은 NYC
Parks 관할에 속하는 커뮤니티 가든에만 적용됩니다.
침범 및 통행
GreenThumb 은 부지 관리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NYC Parks 관할에 속한 모든 커뮤니티
가든의 침범 및 불법 통행 문제를 예방하고 교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침범
침범은 부지 소유주가 이웃의 토지나 소유물 위에 건물을 짓거나 구조물을 확장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웃한 사유지나 공유지 위 혹은 도로나 길의 건물 경계를 넘어가는 건물 등 법적 경계를 위법하게 넘는
경우도 침범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유지 뒤뜰이 커뮤니티 가든까지 넘어오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이거나, 허가 없이 이웃한 건물을 위해 커뮤니티 가든의 경계 내에 비계(Scaffold)를 설치하는 행위는
침범입니다.

불법 통행
불법 통행은 사유지에서 공유지로 개인 출입구를 건설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가든과
사유지 뒤뜰을 구분하는 울타리에 개인 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 통행입니다.
건설 허가
일부 경우에 Parks 는 인접한 부지에서 작업하는 계약 업체나 기타 단체가 인접한 부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이 가든에 접근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 합의는 건별로 이루어지며
GreenThumb, 해당 Parks 허가 사무소(Parks Permit Office)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GreenThumb 은 가든
그룹과 협업하여 가든에 가해지는 방해를 최소화하고 손해를 바로잡습니다.
GreenThumb 정책:
이 항목의 정책은 NYC Parks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에 필수적입니다.
●

●

가드너는 건축 허가없이 기본적인 목공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단 건설, 보도 설치,
자갈 깔기, 가든 구조물에 지지대 설치, 식재 공간에 낮게 벽돌 쌓기와 같은 간단한 조경 작업
등입니다.
계약 업체는 어떤 경우에도 사전에 Parks 건축 허가(Parks Construction Permit)를 받지 않고 NYC
Parks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에 접근하거나 그곳에서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o 계약 업체 또는 개발 업체와 접촉하는 가든 회원은 GreenThumb 에 연락해 가든 접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도록 계약 업체에 지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이들의 연락처
정보와 프로젝트 정보를 얻어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계약
업체가 가든에 접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뒤에도 가든에 접근하려고 한다면, 가드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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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을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알리고 (646) 613-1202 로 연락해 Parks Central
Communications 에 알려야 합니다.
o 모든 활동 전에 가든의 사진을 찍고 발생한 피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NYC Parks 관할에 속한 가든에서 건축 프로젝트 중에 발생하는 모든 부상, 사고, 피해에 대해 사고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고 신고서를 추가로 받으려면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NYC Parks 는 허가의 조건에 따라 계약 업체에게 모든 피해를 복구하도록 지시할

것이므로, 가드너는 먼저 GreenThumb 에 문의하여 조언을 얻고 피해 내역을
기록하기 전에는 계약 업체가 가한 어떤 피해라도 복구해서는 안 됩니다.
●

●

●

계약 업체는 Parks 건축 허가를 얻은 후 GreenThumb 가든 내에 진입하거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GreenThumb 에 연락해야 합니다. GreenThumb 은 건축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가든이
최대한 방해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든 그룹, 계약 업체, GreenThumb 직원의
현장 방문 일정을 정합니다.
계약 업체는 GreenThumb 가든에 비계를 설치하거나 쓰레기를 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
업체가 이 정책을 어기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o 계약 업체의 연락처 정보와 건설부의 운영 허가 번호를 받습니다.
o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손상되거나 파괴된 재산의 전체 목록을 작성합니다.
o 구조물, 화단, 나무, 관목, 다년생 식물, 가구 등이 손상된 경우 사진을 찍어 기록합니다.
o 311 번으로 전화하거나 NYC 311 앱을 통해 투기를 신고합니다. 311 에서 받은 "요청
번호(request number)"를 기록용으로 적어둡니다.
o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알리면 사고 신고를 작성해 줍니다.
가든에 피해를 입힌 계약 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o 떨어진 파편 모두 정리 및 제거하기
o 가든에서 모든 건설 자재 즉시 제거하기
o 돋움용 흙으로 모든 구멍 채우기
o 손상된 모든 식물 다시 심기
o 손상된 모든 구조물 수리 및/또는 교체

NYC 법률:
●

계약 업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Parks 의 허가없이 가든 내부, 전면, 인접 장소에 비계를 세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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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체를 위한 정보:
이 항목은 NYC Parks 소유지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 가드너가 NYC Parks 건축 허가 프로세스에 관해
문의하는 계약 업체와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 업체가 NYC Parks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 내에서 혹은 그 근처에서 건설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 범위와 설계를 NYC Parks 부처 조율 사무소(Interagency Coordination Office)에
Interagency@parks.nyc.gov 로 제출해야 합니다. NYC Parks 소유지에 인접한 부지 또는 건물에서
건설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NYC Parks 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처 조율 사무소는
GreenThumb 과 협업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승인을 구하고 커뮤니티 가든 접근 및 소통에 관한
GreenThumb 규약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프로젝트가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와 전자 사본을 포함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위의 이메일 주소로 부처 조율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YC Parks 건축 허가 신청: nycgovparks.org/permits/construction.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거나 Parks 관할에 속하는 부지를 안전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독립체(정부
기관, 공공시설, 공공 기관, 공익 법인, 개인 개발 업체/계약 업체, 기타)는 Parks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Parks 관할에 속하는 커뮤니티 가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프로젝트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업에는 건축뿐만 아니라 비계 설치, 자재 보관, 측량, 굴착, 커뮤니티 가든을
지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나무 작업 허가 신청: nycgovparks.org/services/forestry/tree-work-permit.
프로젝트가 Parks 관할에 속하는 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건축 허가에 더하여 나무 작업
허가(Tree Work Permit)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허가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프로젝트가
나무 근방에서 이루어지면 NYC Parks 는 먼저 나무 작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건축 허가를
발행합니다.
추가적인 허가 요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Parks 건축 허가 및 나무 작업 허가와 더불어 NYC 건설부나 NYC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ew York State 환경보전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허가를 비롯한 별도의 허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전에 관련된 모든 환경 검토 요건(예: CEQR, SEQRA, NEPA)을 충족할 책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와 연관된 모든 지역, 주, 연방 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

건축 후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GreenThumb 은 계약 업체 및 가든 그룹과 현장 방문을 수행하여 모든
손실을 사정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예정된 프로젝트의 구역이 Parks 가 관할하거나 통제하는 곳인지 알아보려면 부처 조율 사무소 이메일
Interagency@parks.nyc.gov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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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이용
등록된 우수 GreenThumb 가든은 NYC 환경보호부(DEP)에서 식물 관개를 위해 근처 소화전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소방서 근무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에게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에 물을 대기 위해 소화전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해당 시즌에 언제 물 사용을 시작하는지(봄), 언제 완료할 계획인지(가을) 알립니다. 소화전 캡을 열어놔야
하거나 관리 잠금 장치를 제거해야 한다면, DEP 이메일 38thStreetECC@dep.nyc.gov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에 이름, 전화번호, 소화전 번호, 커뮤니티 가든의 이름과 주소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GreenThumb 정책:
매년 2 월 혹은 3 월, GreenThumb 은 가든 연락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소화전 허가를 얻는 방법을 안내하고
소화전 허가를 발행하는 DEP 사무소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

●
●

●
●

허가 신청서를 QueensPermits@dep.nyc.gov 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신청하는 가든의
이름과 주소를 표기하시고, DEP 에 감압 구역 장치(reduced pressure zone device, RPZ)가
필요하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소화전 허가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싶으면, 지역 DEP 자치구
사무소에 전화하여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DEP 에서는 사전 예약 없이는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허가와 RPZ 를 받으려면 DEP 사무소에 GreenThumb 에서 받은 편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제시하거나 사전 예약을 한 경우 직접 제시할 수 있습니다.
RPZ 는 소화전 사용 시 필요하며 다음 해에도 허가와 장치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10 월 31 일까지
RPZ 를 DEP 사무소에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RPZ 대신 진공 브레이커(Vacuum breakers)도
사용할 수 있으며 진공 브레이커는 대부분의 공구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서 사본을 GreenThumb 에 보내주시고, 가든에서는 코팅한 사본을 보관합니다.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허가서를 제시하면 소화전 렌치와 소화전 어댑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물품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가든에 해당 물품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시즌이 진행될수록 더 오래 걸리므로 GreenThumb 에서 편지를 받은
즉시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화전 허가는 매년 받아야 하며 공유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GreenThumb 은 보통 봄에 물 사용과 보전에 관한 교육 워크숍을 주최합니다. 일부 가든은
GreenThumb 에 재고가 있는 경우 빗물 저장 통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빗물 저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GrowNYC 웹사이트 grownyc.org/openspace/rainwater-harvesting 을 방문하세요.

DEP 자치구 사무소:
브롱크스:
(718) 466-8460

(718) 876-6831

브루클린:
(718) 923-2647
맨해튼:
(212) 643-2215
퀸즈:
(718) 595-4619
스태튼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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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를 소화전에 연결하는 방법: 20
1. 해당 지역 DEP 사무소에서 DEP 소화전 허가를 받으십시오.
a. 본인 또는 가든 연락 담당자는 재배 시즌이 시작되기 전
GreenThumb 으로부터 우편 서신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서신을
DEP 사무소에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자치구 사무소에 방문 시
제시합니다.
b. 소화전 허가를 받을 때, DEP 사무소에서 RPZ 도 받아야 합니다.
매년 소화전 허가를 받으려면 10 월 31 일까지 RPZ 를 DEP
사무소로 반납해야 합니다. RPZ 를 분실하지 마세요! 분실했다면
대체품으로 대부분의 공구점에서 판매하는 3/4 인치 역 사이펀
작용 보호구(Back Siphonage Protection)를 구입하거나
watts.com 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SKU# 0792088).
RPZ 대신 대부분의 공구점에서 취급하는 진공 브레이커를
사용해도 됩니다.
2. 가든 그룹과 함께 소화전 렌치, RPZ 또는 진공 브레이커, 어댑터를
보관하는 장소를 정합니다. 이러한 물품은 사용 후 항상 같은 자리에
보관해 그룹이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호스를 소화전
a. 호스 노즐을 호스 끝에 연결합니다.
b. 소화전 렌치를 이용해 소화전 어댑터를
소화전에 연결합니다.
c. RPZ 또는 진공 브레이커를 소화전 어댑터에 연결합니다.
d. 호스를 RPZ 또는 진공 브레이커에 연결합니다
4. 소화전
a. 소화전을 돌리는 동안 호스 노즐을 발로 밟아 바닥에 고정합니다.
b. 공기가 “쉬익”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소화전을 엽니다.
c. 물을 사용하려면 1/4 만 돌리고 멈춥니다. 그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스에 비해 수압이 너무 높을 수
있습니다.
5. 소화전 렌치를 보관 장소에 돌려놓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
•
•
•

호스 연결 팁:
보도에 물이 덜 분사되게 하려면 비닐 봉투 또는 헝겊으로 연결 부위를
묶습니다.
가든 호스의 수나사가 보도 혹은 도로 위에 끌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노출된 나사산의 품질이 떨어지며 누수가 발생합니다.
호스 와셔(hose washers)를 사용하면 누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길을 건너기 전에는 양쪽을 모두 확인하세요!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호스 보호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사진 및 스크린샷 제공: 6BC
Botanical Garden 의 설명
영상, 허가 후 사용함.
웹사이트에서 더 알아보기:
6bcgarden.org/how-towater-the-garden

YouTube 채널에서 가든 호스를 소화전에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을 시청하세요.
youtu.be/uIvTTO3IFL0
20GreenTh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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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관리, 가지치기, 벌목
GreenThumb 가드너는 가든 내 작은 관목, 수풀, 열매 나무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지치기는 나무
건강에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GreenThumb 가이드라인:
●
●
●

가든 그룹은 나무 관리 및 가지치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든에 필요한 가지치기를 감독할 수 있는 두
명 이상의 가지치기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가지치기는 항상 두 명 이상이 수행해야 합니다. 한 명은 가지치기를 하고, 다른 한 명은 자를 곳을 재차
확인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GreenThumb 은 가든 그룹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수확량을 얻을 수 있도록 과일나무와 블랙베리나무의
가지치기하는 방법을 배울 것을 권장합니다. GreenThumb 과 산림부(Forestry)에서는 일반적으로
GreenThumb 가든 내 나무 관리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므로 직접 배우는 것이 지속적이고
확실한 유지 관리 계획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GreenThumb 정책:
이 항목의 정책은 NYC Parks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에 필수적입니다.
●

●
●

●

●

가든 그룹은 새 나무를 심고 기존 나무를 제거하려면 반드시 GreenThumb 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나무가 손상되거나 병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최근 몇 년간 과도한 나무 식재로
GreenThumb 가든은 현재 상당한 나무 그늘 구역 및/혹은 과일나무가 방치되어 있으며 낙과로 인해
설치류 동물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무 가지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드너의 재산 피해가
일어나고 부상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NYC Parks 는 NYC Parks 소유지의 나무 제거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자세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부적절하게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 상당한 벌금을
부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든 그룹은 NYC Parks 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나무를 심거나
손상하거나 제거하거나, 혹은 큰 가지 제거 등의 주요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드너도 GreenThumb 및 NYC Parks 산림부의 사전 허가 없이 커뮤니티 가든 내부의 나무나
부지에 인접한 가로수를 베거나 제거하거나 뿌리를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손상을 입힐 수 없습니다.
지름 6 인치 미만의 자생하는 나무는 가드너가 제거해도 됩니다. GreenThumb 에서는 가드너가 시베리아
느릅나무, 뽕나무, 노르웨이 단풍나무, 가죽나무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나무의 묘목을 발견하는 즉시
제거할 것을 권장합니다.
직접 가든 내 나무의 가지치기를 하고 싶다면 우선 가지치기 강좌를 수강해야 합니다. Trees New
York 21에서 제공하는 시민 가지치기 강좌(Citizen Pruner Course)를 수료했거나 뉴욕 식물원의 22 Bronx
Green-Up 과 같은 유명한 가지치기 훈련을 받은 가드너는 가든에서 기본적인 가지치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죽거나 병해를 입었거나 얽힌 가지가 포함됩니다.
가든 내 모든 가지치기는 지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가든 그룹에서 면허가 있는 수목 관리사를 초청하지
않는 한,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 나무에 오르거나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든 그룹이 고용한
수목 관리사는 가든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NYC Parks 자치구 산림부 사무소에서 나무 작업
허가 23를 받아야 합니다.

Trees New York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treesny.org/
Bronx Green-Up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뉴욕 식물원 웹사이트 nybg.org/gardens/bronx-green-up 을 참고하세요
23 나무 작업 허가: www.nycgovparks.org/services/forestry/tree-work-permit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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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Parks 산림부 규약
모든 GreenThumb 가드너는 가든 내부의 나무, 가든에 인접한 나무, 인접한 가로수에 대해 반드시 이 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

나무 서비스 요청 24
NYC Parks 는 블록 가지치기 프로그램을 통해 가로수를 정기적으로 가지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나무 상태(떨어지려고 하는 나뭇가지나 위태롭게 손상된 나무)를 목격한 경우, NYC 가로수
지도(NYC Street Tree Map), 25 NYC Parks 산림부 26 에서 나무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해주십시오.
가드너가 NYC Parks 관할에 속한 GreenThumb 가든 내 죽은 나무의 제거를 요청하거나 긴급한 상태의
나무를 신고하려면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 그러면 대민 업무 담당자가 GreenThumb 운영팀
및 NYC Parks 산림부와 협업하여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산림부는 작업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

Parks 나무 제거 규약
NYC Parks 의 도시 숲 임무는 관할지 내의 공원, 도로, 숲의 나무를 보전하고,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최대한 제거하지 않는 것이 NYC Parks 의 정책입니다. Parks 관할지 내 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네 가지 상황에 한합니다. (1) 나무가 죽은 경우, (2) 나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병든 경우, (3) 나무가 위험 요소인 경우, (4) 나무와 건설 프로젝트 간에 불가피한 충돌이 있는 경우. NYC
Parks 는 네덜란드 느릅나무병, 유리알락하늘소, 호리비단벌레, 참나무 마름병과 같은 치명적인 유해
생물이나 질병으로 인해 죽거나 이에 영향을 받은 나무에 대한 명확한 벌목 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는 검사 후 벌목 또는 치료를 통해 관리합니다.
죽거나 병해를 입은 나무의 벌목 여부는 Parks 산림부에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nyc.gov/parks/trees 에 접속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해 벌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
소유지에 있는 나무를 부적절하게 혹은 불법으로 벌목하거나 손상하면 과중한 벌금이 부과되므로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

나무 위험 관리
NYC Parks 산림부는 나무 위험 관리(Tree Risk Management) 프로그램에 따르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27 예를 들어, 공원 내 위험도가 낮은 죽은 나무보다는 혼잡한 보도에 늘어져 있는 죽은
나뭇가지를 더 빨리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나무 관련 요청 사항은 다른 요청보다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Parks 나무 위험 관리 프로그램은 우리 숲, 도시, 거주민의 전반적인 건강과
안전을 증진합니다.

●

나무 손상 및 파괴
Parks 관할의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하거나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나무
손상에는 뿌리 절단, 큰 가지의 가지치기, 줄기 및 대 손상과 같은 나무의 물리적 손상이
포함됩니다(나무에 표지판을 붙이는 것 포함). 나무 손상은 나무 아래에 무거운 자재를 비축함으로써
혹은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흙다짐과 같이 나무 주변 환경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흙다짐이 발생하면 물과 산소가 원활히 투과되지 않아 결국 나무가 죽을 수 있습니다.

●

건축 관련 벌목 허가 요청

NYC Parks 산림부 나무 서비스 신청: www.nycgovparks.org/trees
NYC 가로수 지도: nyc.gov/parks/treemap
26 NYC Parks 산림부: nyc.gov/parks/trees
27 NYC Parks 산림부 나무 위험 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기: https://www.nycgovparks.org/services/forestry/riskmanagement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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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가든을 포함한 NYC Parks 관할지에 있는 나무는 반드시 NYC Parks 에서 나무 작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벌목할 수 있습니다. 건축 관련 벌목 요청은 계약 업체, 개발 업체, 주택 소유주, 기타 New
York City 의 건축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공공기관이 Parks 에 제출합니다. 28

NYC 법률
●

나무에 관한 NYC Parks 규칙 및 규정은 뉴욕시 규칙(Rules of the City of New York) 제 56 편에
근거합니다. 벌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4(b)(1)

(i)

(ii)
(iii)

누구든지 국장의 허가 없이 해당 부서의 관할에 속한 나무를 절단, 벌목, 파괴할 수 없다. 본 호를
위반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 이하의 벌금, 혹은 이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본 호에서 "파괴"는 나무를 죽이는 행위, 조각하는 행위, 가지치기,
기타 나무에 물리적 손상을 가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해당 부서의 관할에 속한 나무를 파괴하거나 나무에 낙서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국장의 허가 없이 해당 부서의 관할에 속한 식물, 꽃, 관목, 기타 식물을 훼손하거나
식물에 낙서를 하거나 분리하거나 절단하거나 제초 또는 벌목할 수 없다.

일부 제초제의 경우, Parks 의 검사자가 나무의 상태를 평가하기 전에 우발적 또는 의도적으로 벌목된 경우,
City 는 손해 배상액을 계산하여 책임 당사자가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GreenThumb 가지치기 단체
GreenThumb 은 2019 년 GreenThumb 가지치기 단체(GreenThumb Pruning Brigade) 29를 발족했습니다. 이
단체는 커뮤니티 가든 내 관목과 작은 나무의 간단한 가지치기를 직접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훈련된 커뮤니티
가드너 네트워크입니다. GreenThumb 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드너가 훈련을 받아 자격을 취득하고, 지도하에
이뤄지는 평일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초보자용 도구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GreenThumb 가지치기 단체는 해당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커뮤니티 가든 내 관목과 작은 나무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하는 의 네트워크입니다.
GreenThumb 가지치기 단체가 구성되면서 커뮤니티 가든은 이제 작은 규모의 가지치기 작업을 요청할 때 자격을
갖춘 동료 커뮤니티 가드너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GreenThumb 가지치기 단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추가 리소스:
•
•
•
•
•

28
29

나무 서비스 요청: nycgovparks.org/services/forestry
New York City 도시숲(Urban Forest) 자세히 알아보기: nyc.gov/parks/trees
Trees New York 시민 가지치기 자격 과정: treesny.org/
뉴욕 식물원의 Bronx Green-Up: nybg.org/gardens/bronx-green-up/events/
브루클린 식물원의 Community Greening: bbg.org/community

건축 관련 허가 요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nycgovparks.org/services/forestry/tree-work-permit
GreenThumb 가지치기 단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greenthumb.nycgovparks.org/news.html?news_id=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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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내 동물
커뮤니티 가든은 지역에 여러 장점을 제공하며, 커뮤니티 가든의 녹지는 지역 야생 생물과 기타 동물의 완벽한
서식지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무해한 동물에게 친화적이면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커뮤니티 가든을 유지하기 위해
시 전역에 적용되는 정책을 설명합니다. GreenThumb 은 동물 복지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며, 이에 따라 아래에
제시할 요건에 특별히 집중합니다. “추가 리소스” 항목의 레퍼런스는 참고 자료이며, GreenThumb 정책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가든 그룹이 가든 내 동물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기술적 지원을 받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
동물은 New York City 보건 및 정신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DOHMH), NYC Parks
규정, 30 모든 해당 시, 주, 연방 법률, 라이선스 계약에 제시된 GreenThumb 정책, 본 핸드북, 그리고 적용 가능한
모든 모범 사례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든 내에서 기를 수 있습니다. NYC 규칙 위반은 GreenThumb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 내에서 기르는 가축은 공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가축을 시, 주, 연방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가드너의 책임입니다.
NYC 보건법 제 161.02 조에서는 동물 공해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동물의 대변, 소변, 피, 신체 일부, 사체, 토사물, 강한 악취, 인간 또는 기타 동물에게 전파될 수 있는
전염성 질병을 옮기거나 이러한 질병을 앓는 동물, 위험한 개. 양봉 공해는 공격적이거나 불쾌한 벌의
행동, 행인의 이동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벌집의 위치 또는 벌의 이동, 과포화되거나
죽었거나 버려진 벌집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보건 및 정신 건강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DOHMH)에 민원이 접수되면, DOHMH 검사자가
감사를 위해 부지에 방문합니다. 수탉 및 칠면조와 거위(자발적으로 가든을 방문한 야생 칠면조와 거위 제외)와
같은 불법 동물은 가든에서 회수되며 그룹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
GreenThumb 정책
이 항목의 정책은 NYC Parks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에 필수적입니다.
●

가든 그룹이 부칙으로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하고 싶다면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해
수정된 NYC Parks 표지판을 요청하십시오. 연방, 주, 지방 법률에 따라 가든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내
동물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안내 동물에 대한 정보는 다음 항목에서 확인하십시오.

New York State 법률
●
●
●
●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았고 적절한 등록을 완료한 개만 GreenThumb 가든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개는 반드시 유효한 인식표가 달린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개는 반드시 길이 6 피트 이하의 리드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개는 반드시 보호자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가든에서 개를 보호자 없이 방치하는 행위는 GreenThumb 위반이며 불법입니다.
개의 배설물은 즉시 치우고 올바른 방식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추가 리소스
●

30

개에 관한 자세한 정보 확인: nycgovparks.org/facilities/dogareas

NYC Parks 규칙 및 규정 자세히 보기: nycgovparks.org/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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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가든에 길고양이를 두는 행위는 공공 보건 문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길고양이가 채소 화단
내부 및 주변에 배설하면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31 가든은 자유재량에 따라 부칙으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닭
닭을 키우면 커뮤니티 가든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닭은 훌륭한 반려동물이자 잡초 제거와 비료 제공으로
가든에 도움을 주고, 알을 낳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NYC 에서 암탉을 기를 때 적용되는 기본 규칙과 규정을
다룹니다. 닭을 기르는 방법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는 마지막의 리소스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 32
가든 그룹은 가든 내에서 닭을 기를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닭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방목하여 키우는 경우 닭이 가든 회원의 농작물을 먹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매일 닭을 돌봐야 합니다.
관리 책임:
•
•
•
•
•
•

닭은 매일 음식과 물이 필요하며, 겨울에는 물이 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달걀은 매일 수거해야 합니다.
닭장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종종 닭이 아프거나 별도의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며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닭은 비싸지 않지만, 닭 모이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닭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닭 모이를
구입해야 합니다.
무더위 철에는 별도의 관리를 통해 닭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추위에 강한 품종의 닭을
선택하고, 기온이 내려갈 때 물이 얼지 않도록 합니다

공간:
•

•

닭장(Coop)이라고 하는 우리를
지어야 하며, 이 닭장에는
방목장(Run)이라는 울타리 쳐진
실외 공간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크기 요건은 아래 GreenThumb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닭은 땅을 쪼며 모이로 흙과
곤충을 먹습니다.
닭장 내부와 주변의 토양을
깨끗하게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토양을 사용해야 합니다.

Just Food City Chicken Guide 의 닭장 디자인 샘플. 벽으로
둘러싼 간이 닭장이며, 철망이나 철조망으로 벽을 친 열린 공간은
방목장입니다. 그림 제공: Just Food.

31
코넬 고양잇과 동물 건강 센터(Cornell Feline Health Center) – 고양이의 톡소플라스마증 vet.cornell.edu/departmentscenters-and-institutes/cornell-feline-health-center/health-information/feline-health-topics/toxoplasmosis-cats
32
Just Food City Chicken Guide, Fourth Edition 의 허가를 받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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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Thumb 정책
이 항목의 정책은 NYC Parks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에 필수적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권장됩니다.
•

•

•
•
•

•
•

•

가든의 모든 사람이 닭장에 관한 결정을 내릴 투표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든의 회원 회의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가든의 부칙에 개괄된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한 규약을
따르도록 합니다.
가든에 닭을 데려오기 전에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 양식은 부록 D 를 참조하십시오.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닭을 키우고자 하는 이유.
○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가든 그룹의 제안 및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
○ 닭장 및 방목장 계획 또는 수치를 포함한 도면, 자재 목록, 가든에서 키우고자 하는 닭의 예상
마릿수.
○ 닭의 건강 관리 계획(닭이 아플 때 포함). 예시로는 격리 또는 임시 공간 설정, 수의사 연락 등이
있습니다.
○ 닭 구입비를 포함한 닭 사육 비용 충당 계획.
○ 닭을 돌볼 사람의 목록과 이들의 닭 관리 이력. 주요 닭 사육자는 닭을 기른 경험이 있거나 닭
관리 훈련 또는 견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암탉을 위한 닭장(암탉의 집)과 방목장(벽으로 둘러싼 전용 외부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닭장은 암탉 한 마리당 2~4 평방피트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방목장은 큰 암탉 한 마리당 4 평방피트,
당닭(작은 닭) 한 마리당 2 평방피트가 있어야 합니다.
배설물은 정기적으로 치워야 합니다. 암탉이나 다른 합법 동물이 공해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에는 과도한 소음, 불쾌한 냄새,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에 해당하는 모든 상황이
포함됩니다
매일 닭을 돌볼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가드너가 닭이 낳은 달걀을 먹을 예정이라면 GreenThumb 은 식용 식물을 재배할 때와 마찬가지로
오염물이 없는 토양에 방목장과 풀밭을 짓도록 규정합니다. 기존 가든 토양 위에 깨끗한 표토 혹은 NYC
환경 개선 사무소의 PUREsoil 을 깔 수 있습니다. 토양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토양 가드닝 안전 요건
장을 참조하십시오.
GreenThumb 은 NYC Parks 관할지 내 커뮤니티 가든에서 닭을 판매용 혹은 도축용으로 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NYC 및 New York State 법률
•

•

•

•

수탉 또는 칠면조
○ 수탉 및 칠면조를 기르는 것은 불법이며 GreenThumb 위반입니다. 가든 내에 수탉이나 칠면조가
있는 경우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옮길 수 없는 경우, GreenThumb 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GreenThumb 에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협업하여 수탉 또는 칠면조를
옮겨줍니다.
공해 상황
○ 암탉은 공해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사육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가든에서
발생하는 공해 상황(불쾌한 냄새, 파리, 유해 동물, 과도한 소음)을 인지하는 경우, 여러분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이 City 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DOHMH 검사자가 닭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닭장 크기
○ 닭장 크기가 150 평방피트 미만이며 GreenThumb 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도 닭을 위한 구조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인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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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State 법률에 따라 동물을 학대할 수 없습니다. 즉, 닭과 싸우거나 닭을 유기해서는 안
되며, 모이와 물을 줘야 합니다. 또한, 6 마리 이하의 병아리(2 개월령 이하)를 적절한 육추기를
제공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 33
달걀 판매
○ 커뮤니티 가드너는 수익이 가든에 돌아오는 경우에 한해 달걀을 비롯한 잉여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허가 34 없이 암탉의 달걀을 팔 수 있지만, 살아있는 동물이나 고기는 팔 수 없습니다.
New York State 법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기른 닭의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달걀 크기별로
라벨을 붙여야 하지만, GreenThumb 은 모든 경우에 달걀을 크기별로 분류하고 라벨을 붙이도록
권장합니다. 달걀 판매 규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New York State 농업 및 시장(Agriculture and
Markets) 웹사이트의 농업 및 시장 법률 191.3 항 13-A 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
○

•

추가 리소스:
•
•

•

Just Food City Chicken Guide—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닭 기르기에 관한 책:
○ Damerow, Gail. Storey's Guide to Raising Chickens. Pownal, VT: Storey, 2010.
○ Damerow, Gail. The Chicken Health Handbook, 2nd Edition: A Complete Guide to Maximizing
Flock Health and Dealing with Disease. Pownal, VT: Storey, 2015.
○ Kilarski, Barbara. Keep Chickens! Tending Small Flocks in Cities, Suburbs, and Other Small
Spaces. Story Publishing, North Adams, MA. 2003.
유용한 웹사이트: mypetchicken.com

앵무새, 비둘기, 기타 새
GreenThumb 정책
●

비둘기 및 앵무새는 NYC Parks 관할에 속한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에서 반려동물로 기르거나
닭장에서 기를 수 없습니다.

New York City 정책
●

NYC 에서 칠면조, 오리, 거위, 수탉, 메추라기 및 기타 가금류를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36
따라서, 이런 동물을 GreenThumb 가든에서 기를 수 없습니다.

벌
유럽 꿀벌(학명: Apis mellifera) 양봉은 전체 다섯 개 자치구의 커뮤니티 가든, 뒷마당, 옥상 텃밭, 학교, 심지어
일부 식당에서까지 인기 있는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꿀벌(Apis mellifera)이 토종벌 개체군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최근 연구에 따라, NYC Parks 는 이제 NYC Parks 관할지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을 포함한
NYC Parks 내 Forever Wild 자연 지역과 거리가 1.5 마일 이내인 곳에서 새로운 유럽 꿀벌 서식지, 벌집 또는
양봉장을 들이거나, 배치 및/또는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7 기존 벌집은 유지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벌집을 들여올 수는 없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정책은 도시의 자연 생태계와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든이 Forever Wild 자연 지역에서 1.5 마일 이내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33

New York State 의 농업 및 시장 법률: agriculture.ny.gov/AI/Laws_and_Regulations.html.
New York 파머스 마켓 연합 – 마켓 매니저의 체크리스트:
nyfarmersmarket.com/wp-content/uploads/Vendor-Permit-Requirements.pdf
35 달걀 판매에 관한 New York State 규정: agriculture.ny.gov/FS/general/04circs/Circular854_eggs.html
36 NYC 보건법 161.01b[11]조 및 161.19 조
37 모든 NYC Parks Forever Wild 지역의 목록 보기: nycgovparks.org/greening/nature-preserve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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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NYC Parks 양봉 정책의 배경:
대부분의 꽃 식물에게 꽃가루 매개자는 생식 주기에 필수적이며, 따라서 다른 종에게 먹이와 서식지를 제공하는
식물 개체군을 지원하는 것은 전체 생태계에 필수적인 일입니다. 벌은 모든 꽃가루 매개자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매개자가 되도록 적응해 왔습니다. 생태계에서 야생벌을 잃는 것은 다른 영양 단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손실은 생태계 붕괴를 심화합니다. NYC Parks 에서 발견된 200 종이 넘는 야생벌의 건강과 생존은 벌과
함께 진화해온 동료 식물로부터 꿀과 꽃가루를 성공적으로 찾아내는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꽃
자원들은 벌과 자손들을 위한 유일한 식량 자원입니다.
양봉가들이 군집으로 기르는 유럽 꿀벌은 사회성 곤충으로 군집을 이뤄 살며, 먹이를 찾기 위해 넓은 구역 내에서
꽃 자원을 차지하려는 매우 강한 영역성을 보입니다. 또한 유럽 꿀벌은 농업적으로 기르면 꿀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종 꿀벌은 거의 모두 단독으로 생활하며 꿀을 아예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량이 미미해 농업
목적으로 기르지 않습니다. 양봉용 유럽 꿀벌은 꿀 생산뿐만 아니라 수분을 위해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봉용
유럽 꿀벌은 세계의 식량 공급을 구성하는 약 100 개의 농작물 중 약 15%만을 수분하는 반면, 야생벌을 비롯한
다른 야생 생물은 세계 식량 작물의 최소 80%를 수분합니다. 수많은 야생벌 종은 개별 종이나 작은 종 집단의
수분에 특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이렇게 함께 진화해온 식물 종의 생존은 전적으로 꽃가루 매개자인
야생벌 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종 야생벌은 각 종의 고유 가치를 넘어 농업과 자연 생태계 모두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유럽 꿀벌로 인해 꽃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확대되고, 토종벌 개체에 질병과 해충이 전염되고, 토종 식물
공동체가 해를 입는 등 유럽 꿀벌이 토종벌 개체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 증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우리 시의 생태계가 매우 도시적이고 단편적이며 꽃 자원이 극도로 제한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Parks 의 양봉 정책은 예방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영향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외래종을 추가로 들이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토종벌을 돕는 방법:
뉴욕 시민은 도시 생태계를 보호하고 야생벌 개체 수를 보존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야생벌 종이 공원에 인접한 가든에서 먹이를 찾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NYC Parks 는 토종벌의 수분을
유인하기 위해 토종 식물을 재배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 토종 식물은 야생 생물을 위해 풍부한 꽃가루와 꿀을
생산하고, 토종 곤충에게 보금자리나 집을 짓기 위한 물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태계에도 도움을
줍니다. 조건에 따른 재배 제안과 더 자세한 정보는 New York City 토종 작물 재배 가이드(Native Species
Planting Guide for New York City)와 GreenThumb 식용 식물 재배 툴킷(GreenThumb Growing Food Toolkit) 38의
“꽃가루 매개자 서식지 및 유익한 곤충”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미 유럽 꿀벌을 기르고 있는 가든은 계속해도 좋으며 반드시 다음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양봉을 시작하려는 커뮤니티 가든을 위한 GreenThumb 정책
Forever Wild 자연 지역에서 1.5 마일 이상 떨어진 곳의 NYC Parks 관할지 소속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은
다음 규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가든에 벌을 들이기 전에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a. 양봉 프로젝트에 대한 가든 그룹의 제안 및 결정 방법에 관한 정보.

38

GreenThumb 식용 식물 재배 툴킷: bit.ly/GTGrowing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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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

양봉 계획 또는 수치를 포함한 도안, 재료표
벌의 건강 관리와 지속적인 관리 계획.
이웃 건물과의 교류 계획.
벌을 돌볼 사람의 목록과 이들의 양봉 이력. 주요 양봉가는 양봉 경험이 있거나
nycbeekeeping.org, bees.nyc, 또는 brooklyngrangefarm.com/honey 와 같은 조직에서 양봉
강의를 수강한 사람이거나 다른 가든에서 최소 1 년 이상 양봉 견습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양봉 시작을 고려할 때 GreenThumb 이 추천하는 추가 계획 단계: 39
1. 가든의 모든 사람이 양봉에 관한 결정을 내릴 투표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든의 회원 회의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가든의 부칙에 개괄된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한 규약을 따르도록
합니다.
2. 모두가 동의하는 가든 내 장소를 정합니다.
3. 가든의 이웃과 이야기합니다. 이웃 중에는 가든의 양봉 계획을 미심쩍어 하거나 심지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웃의 걱정을 크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a. 꿀벌은 훌륭한 이웃입니다. 조용하며, 지상의 생물 중 가장 깔끔합니다. 꿀벌의 유일한 목적은
생산적으로 활동하고 벌 군집과 여왕벌에게 충성하는 것이므로, 꽃가루를 얻기 위해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b. 꿀벌은 말벌이 아니며,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만 쏩니다.
c.

벌통 한 개는 시즌당 평균 20~50 파운드의 벌꿀을 생산하며, 이 양은 벌 군집의 성숙도와 시즌의
꽃꿀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d. NYC 에서는 벌통의 주소를 서류 신고해야 하지만,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요건은
없으나 벌통이 공해를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옮길 권리는 City 에게 있습니다.
e.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벌통을 지역 농장이나 다른 커뮤니티 가든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4. 벌통 관리 프로세스를 계획합니다. 누가 돌볼 것입니까? 관리자가 얼마나 자주 벌통을 확인할
예정입니까? 가든에 다른 회원이 있거나 이웃이 자신의 마당에서 시간을 보낼 때 벌통을 열지 않도록
벌통 확인 일정을 어떻게 계획합니까? 다른 회원들이 양봉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벌 군집의
상태 정보를 다른 회원들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벌꿀을 채집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5. 모금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벌통을 설치하면 $1,000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6. 자재와 벌을 주문하고 벌통을 설치하세요!

이미 양봉을 시작한 커뮤니티 가든을 위한 GreenThumb 정책
이 항목의 정책은 NYC Parks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 중 이미 양봉을 하고 있는 가든에 필수적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권장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Forever Wild 자연 지역과 거리가 1.5 마일 이내인 곳에서는
양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

벌통을 적절하게 배치합니다. 벌통은 하루 중 적어도 아침에는 직사광선을 받아야 하며, 근처에 물이
있어야 합니다. 가든의 주요 통로나 이웃 부지와 가까운 위치는 피합니다. 벌통은 보도와 최대한 멀어야
합니다.

39 이 항목은 브루클린 Q 가든(Q Gardens)의 허가를 받고 커뮤니티 양봉 툴킷의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https://qgardenscf.com/2017/12/01/12-steps-to-start-a-community-beekeeping-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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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말뚝과 그물, 닭장 그물이나 기타 벽으로 벌통 주변에 울타리를 둘러 방문자가 우연히 벌통 가까이
걸어가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울타리는 벌통 사방으로 3 피트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벌통 울타리에 통행자에게 벌통의 존재를 경고하는 표지판을 게시합니다. 또한 꿀벌에 관한 교육적인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과 방문자에게 꿀벌에 대해, 그리고 꿀벌이 가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육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커뮤니티 가드너는 수익이 가든에 돌아오는 경우에 한해 꿀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토종 식물을 심어 가든의 꿀벌과 그곳에서 번성하는 토종 꽃가루 매개자에게 풍부한 꽃 자원을
제공하십시오. 추천 식물 목록과 토종 식물 재배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GreenThumb
식용 식물 재배 툴킷의 “꽃가루 매개자 서식지 및 유익한 곤충”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40

NYC 및 New York State 법률
●

●

벌통은 반드시 New York State 농업 및 시장부(New York State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에 등록해야 합니다. 41 가든의 기록을 위해 이 양식의 사본을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매년 5 월 31 일까지 벌통을 New York City 보건 및 정신위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42 가든의 기록을 위해
이 양식의 사본을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New York City 보건법 161.01 조
12 항에 따르면,
“꿀벌(학명: Apis mellifera)을 치는 사람은 모두 위의 링크 양식을 사용하여 보건 및 정신위생부에
신고해야 한다. 양봉가는 양봉 공해 발생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161.02 조에서 양봉 공해는 공격적이거나 불쾌한 벌의 행동, 행인의 이동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벌집의 위치 또는 벌의 이동, 과포화되거나 죽었거나 버려진 벌집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으로 설명한다.”

●

NYC 양봉 작업 요건:
1. 양봉가는 반드시 견고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의 이동식 프레임 벌통에 벌 군집을 관리해야 합니다.
민원이 있는 경우 보건 및 정신위생부에서 벌통을 검사합니다.
2. 양봉가는 벌에게 지속적이고 적절한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3. 양봉가는 벌의 이동이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벌통을 두어야 합니다.
4. 양봉가는 벌떼를 통제하고 공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봉
공해란 다음의 조건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공격적이거나 불쾌한 벌의 행동,
b. 행인의 이동이나 근처의 사람을 방해하는 벌집의 위치 또는 벌의 이동, 또는
c. 이동, 과포화되거나 죽었거나 버려진 벌집.
5. 양봉가는 벌집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이 발생한 지 10 일 이내에 NYC 보건부에 등록된 공식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양봉 등록 양식에서 “수정”을 선택합니다.

●

타인에게서 꿀을 사다가 재포장하지 않는 한 꿀 판매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꿀에 감미료와 같은
다른 물질을 섞지 않습니다. 43

추가 리소스:
•
•

nycbeekeeping.org(New York City Beekeepingt): 뉴욕의 비영리 양봉 조직 - nycbeekeeping.org
NYC Beekeepers Association: bees.nyc

GreenThumb 식용 식물 재배 툴킷은 greenthumb.nycgovparks.org/news.html?news_id=480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벌통 등록 주소: agriculture.ny.gov/plant-industry/honey-bee-health
42 매년 5 월 31 일까지 벌통을 New York City 보건 및 정신위생부에 벌통을 등록해야 합니다:
www1.nyc.gov/nycbusiness/description/beekeeper-registration
43자세한 정보 확인: agriculture.ny.gov/FS/general/maple_syrup_honey.html
40
41

44

•
•
•

코넬 대학교 양봉 석사 프로그램(Cornell University Master Beekeeper Program):
pollinator.cals.cornell.edu/master-beekeeper-program
코넬 대학교 일반 양봉 리소스: pollinator.cals.cornell.edu/resources/general-beekeeping-resources
New York 경찰서(New York Police Department, NYPD) 벌 부대(Bee Unit) – 곤란한 장소에서 벌떼를
목격하면 311 번으로 전화하여 꿀벌 떼 옮기기 훈련을 받고 장비를 갖춘 NYPD 경찰관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Twitter 계정 @NYPDBees 도 있습니다!

거북이:
물 조형물에 대한 GreenThumb 정책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본 핸드북의 연못 및 물 조형물 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YC 및 New York State 법률:
•

•
•
•
•

가드너는 길들여진 거북이나 가게에서 산 거북이를 가든에서 키워도 되지만 늑대거북을 비롯한 토착
야생 거북이는 키울 수 없습니다. 토착 야생 거북이 전체 목록을 확인하려면
dec.ny.gov/animals/7479.html 을 참조하십시오.
4 인치 이하의 거북이를 매매하는 것은 살모넬라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불법입니다.
가든 내에서 기르는 모든 거북이는 공해 상황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기르거나 가게에서 산 거북이는 가든 바깥의 야생에 방생할 수 없습니다.
붉은귀거북은 New York State 환경보전부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보고 있으며, GreenThumb 가든
외부의 연못이나 계곡, 호수, 하수구에 방생할 수 없습니다 44 거북이를 옮겨야 하는 경우,
GreenThumb 이나 지역 반려동물 가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끼
반려 토끼는 NYC Parks 관할 지역의 커뮤니티 가든에서 키울 수 없습니다. GreenThumb 은 NYC Parks 관할지의
커뮤니티 가든에서 토끼를 애완용, 놀이용, 판매용, 섭취용 혹은 기타 어떤 목적으로도 사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New York State 법률 45
•

토끼에게 적절한 먹이와 물을 줘야 하며 토끼를 유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고기 및 아쿠아포닉스
GreenThumb 의 승인을 받은 잘 관리된 물 조형물이 있는 가든은 잉어나 기타 작은 물고기를 기를 수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양식(물고기, 가재 등의 양식)과 수경재배(식용 식물을 흙 대신 영양이 풍부한 물 용액에서
재배)를 결합하여 물고기와 식물 모두에 상호 이익을 주는 농업 방식입니다. 물고기의 배설물은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고 식물은 물고기를 위해 물을 여과해 줍니다.
연못 및 기타 물 조형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본 핸드북의 연못 및 물 조형물 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쿠아포닉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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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 종에 관한 New York State 규정: dec.ny.gov/animals/99141.html
동물 관리와 동물 학대에 관한 New York State 법률: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AGM/A26
46Oko Farms 의 아쿠아포닉스 툴킷에서 수정 아쿠아포닉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grownycdistancelearning.org/post/aquaponics-in-the-teaching-garden
45

45

•

•

가든 내 모든 사람이 아쿠아포닉스 시스템 설치에 동의해야 합니다. 가든의 회원 회의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가든의 부칙에 개괄된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한 규약을 따르도록
합니다.
건강한 수질 관리:
○ pH: 6.0 ~ 8.5
○ 총 암모니아성 질소: 0.5 ~ 1mg/l
○ 생장 온도: 화씨 70° ~ 90°
○ 산란 온도: 화씨 77° ~ 86°
○ 용존 산소: > 5ppm

GreenThumb 정책
이 항목의 정책은 NYC Parks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에 필수적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권장됩니다.
•

•
•
•
•

가든에 물고기나 아쿠아포닉스를 들이기 전에 반드시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 계획을 제출하여
GreenThumb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도면(수치 및 자재 목록 포함).
○ 지속적인 관리, 가드너 훈련 방법, 물고기를 관리할 사람에 대한 계획. 계획에는 가든에서
기르려는 물고기 품종에 대한 올바른 관리 방법을 조사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 식용 물고기의 포획 및 배부 계획.
작은 물고기나 기타 연못 야생 생물이 있는 연못 또는 물 구조물은 깊이가 최소 3.5 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잉어는 20 평방피트 면적이 필요합니다.
모든 연못이나 물 구조물에는 물에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펌프가 있어야 합니다. 펌프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태양열 패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연못에는 아동 보호 게이트가 달린 울타리나 벽(울창한 관목, 돌담 등)이 있어야 합니다.
가드너는 연못 주변 및 근방에 다음 규칙이 적힌 표지판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 방문자는 가든에 데려온 아이들과 개를 감독해야 합니다.
○ 개(및 사람)는 연못에서 수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낚시는 금지됩니다.
○ 이 물은 음용에 부적합합니다.
○ 가든의 재량에 따른 추가 규칙: 동전을 던지지 마십시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등

New York State 법률 47
•

•

New York State 환경보전부에서는 잉어(학명: Cyprinis carpio) 및 금붕어(학명: Carassius auratus)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보고 있으며, GreenThumb 가든 외부의 연못이나 계곡, 호수, 하수구에 방생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를 옮겨야 하는 경우, GreenThumb 이나 지역 반려동물 가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용 물고기 포획은 주와 연방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

추가 리소스:
•
•

47

코넬 협력 확대(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리소스 목록: ccenassau.org/gardening/water-gardens
GrowNYC 원격 교육(GrowNYC Distance Learning)의 아쿠아포닉스:
grownycdistancelearning.org/post/aquaponics-in-the-teaching-garden

생태계 교란 종에 관한 New York State 규정: dec.ny.gov/animals/991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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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동물
아래 지침은 NYC Parks 소유지에서 운영되는 커뮤니티 가든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간을 관리하는 가든 그룹은
안내 동물 및 정서 지원 동물에 관한 해당 법률과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대민 업무 담당자가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가든 그룹을 지원합니다.
안내 동물(흔히 개, 간혹 조랑말)은 장애인을 돕기 위해 훈련된 동물입니다. 안내견은 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길 찾기, 소리나 알레르겐에 대해 경고하기, 약물과 같은 물건 찾기, 발작하는 사람 돕기,
휠체어를 끌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내 동물은 보통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교육받습니다.
New York City 에서는 공원 및 커뮤니티 가든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서비스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DA)을 비롯한 연방, 주, 및 지방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에 따르면, 안내
동물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공공시설이나 개방된 공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시설에
애완동물 정책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안내 동물은 애완동물이 아니며 특별히 훈련받은 동물입니다. 안내
동물의 임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안내 동물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연방 법률은 특별히 안내견과 안내
조랑말의 이용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지방 법률은 훈련 받은 안내 동물의 더 다양한 집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동물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은 다음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
•

“장애로 인해 이 동물이 필요합니까?”
“이 동물은 어떤 일 혹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았습니까?”

개의 훈련 증명을 보여달라거나 장애 증명 서류를 보여달라는 등 다른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만약 동물이
장애인을 위해 일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았다는 사실(예를 들어, 개가 시각 장애인을 안내하거나
휠체어 탄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명백하다면, 위의 질문조차 하지 마십시오.
제한된 상황에서만 안내 동물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

동물이 통제 불능이며 조련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동물이 배변 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

안내 동물은 항상 조련사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안내 동물은 목줄이나 가슴줄을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련사는 목줄, 가슴줄, 리드줄, 목소리, 신호 등 동물을 통제하는 수단을 이용해 항상 동물을 통제하에
둬야 합니다.
정서 지원 동물
장애인을 돕는 개와 조랑말 이외의 다른 동물은 일반적으로 안내 동물로 간주되지 않으며 ADA 와 주 인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 법률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률보다 광범위하며 정서 지원 동물 혹은 개나
조랑말이 아닌 다른 안내 동물과 동반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동물 출입이 금지된 시설에 개가 아닌 다른
안내 동물과 동반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으면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민
업무 담당자가 적절한 NYC Parks 의 지침을 찾아줄 것입니다. 동물 출입이 금지된 커뮤니티 가든에 정서 지원,
치료, 안정에 도움을 주는 동물 또는 반려동물(위의 설명에 부합하는 서비스 동물이 아닌 경우)과 동반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으면 Parks 의 합리적 특별 조정(Parks Reasonable Accommodation) 양식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48
Parks 의 합리적 특별 조정 양식은 파크 시설 내 합리적인 특별 요청을 위한 온라인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Parks
웹사이트의 Accessibility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는 양식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담당 파크 직원이
요청서를 검토합니다. 직원은 파크 규칙과 정책의 예외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48NYC

Parks 합리적 특별 조정 양식 보기: www.nycgovparks.org/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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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 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NYC Parks 소유지에서 가든을 운영하는 커뮤니티 가드너는 그 동물이 통제
불능 상태이거나 배변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시설 내 안전 및 운영에 대한 위험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면
방문자를 수용하고 동물의 가든 출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또는 시설을 변경해달라는 대중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야생 생물
New York City 에는 수많은 야생 생물이 있습니다. 시즌 중 많은 동물이 여러분의 가든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사슴, 라쿤, 코요테, 청둥오리/오리, 붉은꼬리말똥가리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nyc.gov/wildlife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류를 제외한 야생 동물 혹은 떠돌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GreenThumb 위반입니다. 새에게 모이를
주면 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새 모이를 주는 구역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며, 나무
나 구조물에 매다는 청설모 방지 모이통만을 사용합니다.
라쿤
2014 년부터 뉴욕시는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스태튼 아일랜드, 브루클린, 퀸즈의 라쿤에게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쿤 처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nyc.gov/wildlife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슴
흰꼬리사슴은 초식동물이므로 식물을 먹습니다. 사슴은 인근 자연 구역의 식물보다 가든의 식물에 더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nyc.gov/wildlife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설모
가든에서 매우 성가신 유해 동물 중 하나인 청설모는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고 도망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음은 메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농업, 식품, 환경 센터(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Center for
Agriculture, Food, and the Environment)에서 제공하는 청설모 처리에 관한 몇 가지 팁입니다. 4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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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철망(다람쥐가 들어가지 않도록 1/2 인치 크기)으로 제작된 작은 돔 또는 케이지는 식물이나
농작물이 성장할 때까지 개별 식물 또는 작은 텃밭을 지켜줍니다.
고추류(매운 고추 또는 카이엔 파우더), 마늘, 머스터드 오일 등의 식물 추출물은 맛이나 피부 발진으로
청설모를 쫓아냅니다.
야생 생물을 끌어들이는 주변 자원(새 모이통, 새 목욕통, 반려동물 사료, 물 그릇, 고정되지 않은
쓰레기통)을 제거합니다.
과일과 야채 찌꺼기가 담긴 퇴비를 유해 동물 방지 통 안에 둡니다.

메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농업, 식품, 환경 센터 더 자세히 알아보기: ag.umas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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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모든 뉴욕 시민의 골칫거리인 쥐가 종종 커뮤니티 가든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쥐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예방책과 쥐가 나타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가 있습니다. 이 항목의 정보는 DOHMH 자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nyc.gov/rats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든이 모든 예방책을 시행했는데도 심각한 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311 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쥐 예방
쥐는 먹이, 물, 거처,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길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살 곳을 찾습니다. 쥐는
집을 짓거나 땅속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고 같은 길을 반복해서 다니는 것을 선호하며 대체로 벽이나 울타리,
관목을 사용합니다.
•
•
•
•
•
•

•
•
•
•
•

가든을 항상 깔끔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폐기물과 쓰레기 더미는 쥐가 숨고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퇴비 통에는 1/4 인치 철망을 씌워야 합니다. 퇴비 제작의 첫 단계에서 사방이 막히고 다리가 긴 텀블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퇴비 통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쥐를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출된 토양을 덮습니다. 우드칩, 자갈, 멀칭재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이야기하세요! 이웃이 뚜껑을 꽉 닫을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이나 금속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나요?
모든 쓰레기를 뚜껑 달린 쥐 방지용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합니다. 쥐는 쓰레기를 먹습니다.
가든에서 쓰레기통을 모두 없애고 모든 회원과 방문자를 대상으로 “가져온 것은 되가져가기” 정책을
시작할 것을 고려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든의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쓰레기용
용기를 제공하십시오. 쓰레기가 노출되면 쥐가 발생합니다.
부지 주변의 조경 구역에 자란 잡초를 없애고 지면에 가까운 관목을 다듬습니다. 울타리, 내부 구조물,
인근 건물을 따라 16 인치에서 24 인치의 식물이 없는 구역을 만듭니다.
창고 건물 혹은 정자의 토대와 보도, 문 아래의 금이나 구멍을 확인하고 채우거나 막아서 수리합니다.
관목의 낮은 가지와 식물을 지면에서 8 인치 위까지 가지치기하여 쥐가 아래에 숨지 못하도록 합니다.
새나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일반 대중이 이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간판을 걸어둡니다.
쥐가 숨지 못하도록 새로운 창고 건물, 정자 및 기타 구조물 아래에 콘크리트 패드를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흔적 찾기
•
•

•
•

쥐는 밤에 나오므로 어두워진 후 손전등을 들고 밖을 돌아다녀 봅니다. 이렇게 하면 쥐가 이동하는 곳을
알 수 있고, 밝을 때 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쥐가 사는 곳을 찾습니다. 쥐는 대부분 둥지나 굴에 삽니다. 굴은 땅이나 콘크리트의 1~4 인치 너비의
가장자리가 매끈한 구멍입니다. 굴은 관목이나 식물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입구와 출구가
있습니다.
배설물을 찾습니다. 배설물은 보통 쓰레기 주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무 및 플라스틱 쓰레기통의 구멍과 갉은 흔적을 찾습니다.

청소
청소하고 잡동사니를 치우는 것은 쥐를 예방하는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

배설물과 흔적을 씻어냅니다. 쥐는 소변과 대변을 통해 소통하고 서로를 끌어들입니다. 배설물을
쓸어내고 짙은 색의 미끈미끈한 흔적을 치웁니다. 이런 자국은 물과 희석한 표백 용액(표백제와 물의
비율은 1:10)로 씻어냅니다.
잡동사니를 치웁니다. 잡동사니는 쥐가 숨고, 잠자고,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여러 공간을
제공합니다. 신문지, 종이 가방, 상자, 병 더미를 제거(및 재활용)합니다. 물품을 벽과 지면에서
떨어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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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초와 관목을 관리합니다. 쥐는 보통 수풀과 식물 아래의 굴에서 발견됩니다. 건물 토대 주변에서 길게
자란 잔디, 수풀, 관목, 멀칭재를 제거합니다. 굴 주변의 담쟁이덩굴을 제거합니다. 건물 주변 땅을
건물에서부터 6 인치까지 노출시키고 관목 아래를 다듬습니다. 식물 사이에 간격을 두고 밀식을
피합니다. 가든에서 잡초와 쓰레기를 제거합니다.

먹이 없애기
쥐는 매일 1 온스만 먹으면 됩니다. 쥐가 쓰레기를 먹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

쓰레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쓰레기통과 쓰레기 봉투를 가능한 한 수거 시간에 맞추어 대로변에
내놓습니다. 밤새 바깥에 두면 쥐가 꼬일 수 있습니다. 수거가 없는 날에 쓰레기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마련합니다. 뚜껑이 꽉 닫기는 플라스틱이나 금속 쓰레기통을 사용합니다.
먹이를 치웁니다. 길고양이, 비둘기, 청설모를 위해 먹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차단하기
쥐는 건물에 구멍을 갉고, 0.5 인치의 작은 틈이나 구멍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쥐를 완전히 퇴치하려면
가든 구조물의 모든 구멍과 금이 간 곳을 막아야 합니다. 닭장 및 퇴비 쓰레기통에 ¼인치 철망을 사용합니다.
가든에서 굴을 찾았습니까? 막아버리세요! 점판암으로 만든 자갈의 일종인 Stalite 로 채우거나, 토양을 채우고
삽으로 누르거나 밟아 굴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모르타르나 시멘트를 사용하여 시멘트가 칠해지고 포장된
구역의 틈이나 구멍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큰 구멍은 금속판이나 망으로 덮은 다음 모르타르나 시멘트로
막습니다

박멸하기
설치류 미끼는 쥐 박멸에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러한 독을 설치하는 것은 전문가의 일입니다. NYC Parks
관할에 속한 모든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의 설치류 박멸은 GreenThumb 운영팀 및/또는 DOHMH 가
처리합니다. 이들 직원의 방문에는 조사, 통합 유해 생물 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안내, 가드너가
수행할 수 있는 단계가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미끼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든 그룹에서 전문가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해당 업체에 대해
GreenThumb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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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관리 팁
겨울이 다가오면 GreenThumb 은 모든 가든 그룹이 모든 동물, 물 구조물, 빗물 저장 시스템에 대한 겨울 관리
계획과 더불어 눈이 오는 경우 빠르게 눈과 얼음을 제거할 수 있는 절차가 준비되도록 제설 계획을 세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든 그룹의 계획 수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든의 관리 상태는 가드닝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모든 회원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보도
눈 등 겨울 기상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가든 앞 보도의 눈과 얼음을 치우는 것은 커뮤니티 가든 관련 작업 중에서
힘든 일이지만, NYC Parks 관할에 속한 모든 가드너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이웃을 위해 가든 앞의 보도를
안전하게 유지하느라 애써주시는 가드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NYC 에 속하지 않는 가든은 부지 소유주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든 앞의 보행자 통로를 깨끗하고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하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법으로도 규정된 사항입니다. 시 소유 부지에 위치한 가든 주변 보도를
치우지 않는 것은 GreenThumb 라이선스 계약 및 NYC 행정법(NYC Administrative Code) 위반입니다.
가이드라인:
보도의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 작업하는 편이 좋습니다.
o 가든에 인접한 보도가 길게 뻗은 경우, 눈을 치우는

데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o

가든에 인접한 보도가 짧은 경우, 눈을 치우는 데 더

적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

●

●

●

휴식을 취하세요! 허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을 굽히세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눈을 치울 때는 자신의 속도에 맞추고
혼자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이 잘 녹을 수 있도록 눈이 내리기 전 염화칼슘을 뿌리고 첫
번째 제설 작업을 끝낸 뒤에 한 번 더 뿌립니다. 적은 양으로도
오래 지속됩니다.
o 얼음이 생긴 경우, 염화칼슘으로 얼음을 녹인 뒤
보도에서 치웁니다.
온도가 20°F 미만이거나 얼음이 너무 두꺼운 경우 염화칼슘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대신 아이스브레이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도 양쪽의 눈 더미 사이에 3 피트
너비의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GreenThumb 정책
이 항목의 정책은 NYC Parks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에
필수적입니다.
●

●

Jardin de la Roca 에서 제설 중인
모습 사진 제공: Salvador
Dominguez, Jardin de la Roca 의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드너.

가든 그룹은 폭설 후 보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o 폭설이 내리면 누가 대처합니까? 누가 언제 대처합니까? GreenThumb 은 업무량을 나눌 것을
권장합니다. 항상 같은 사람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소보다 많은 눈이 내릴 때 제설을 위해 대기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래 DSNY 규정에 따라, NYC Parks 관할에 속한 GreenThumb 가든 그룹이 보도의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는 것은 GreenThumb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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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법률
●

폭설 후 보도 관리에 대한 DSNY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o 눈이 멈춘 후 일조 시간 4 시간 이내에 제설해야 합니다. 눈이 멈춘 시간에 따라 제설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전 7:00 ~ 오후 4:59. 4 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합니다
▪ 오후 5:00 ~ 오후 8:59. 14 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합니다
▪ 오후 9:00 ~ 오전 6:59. 오전 11 시까지 눈을 치워야 합니다
o 소화전의 눈, 얼음, 기타 폐기물을 제거합니다.

쓰레기
GreenThumb 정책
●

쓰레기 및 폐기물이 가든이나 보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든 그룹은 겨울에도 가든을 관리 및 청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방 시간
GreenThumb 정책
●

11 월 1 일부터 3 월 31 일까지는 가든을 대중에게 개방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할 경우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든 그룹은 할로윈 축제, 죽은 자들의 날 축제, 하지 활동, 그리고 홀리데이 파티를
포함한 휴일 프로그램과 계절 활동을 주최합니다.

겨울 관리 기타 고려 사항
●
●
●
●
●

닭을 비롯한 가든에 사는 가축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합니다. 매일 먹이를 주고, 시간을 내 동물을
돌보고, 쓰레기를 치우고, 기온이 낮은 기간에 동물이 마실 물이 얼지 않도록 합니다.
물 구조물, 관개 시스템, 빗물 저장 시스템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하고, 물고기나
거북이가 건강한 서식지를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NYC Parks 관할지의 가든에서는 Parks 관리자가 봄에 내부 수도를 개방하고 가을에 잠급니다.
겨울에 자물쇠와 경첩에 WD-40 를 도포하여 어는 것을 방지합니다.
매년 가을, 시즌이 마무리될 때 가든을 청소합니다. 도구를 닦고, 도구의 날을 갈고, 도구 창고 건물을
정리하고, 죽거나 해충에 감염된 식물 잔해를 제거하여 겨울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화단에는
퇴비를, 통로에는 우드칩을 덮고 임시 지주대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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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 및 물 구조물
연못은 올바르고 안전하게 관리하면 커뮤니티 가든에 고요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더합니다. 그러나 손이 많이 가며 올바르게
설치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든 그룹에서 연못 또는 물 구조물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과 역량을 갖춘 경우, 아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 항목의 정책은 NYC Parks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에
필수적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권장됩니다.

GreenThumb 정책
•

모든 연못에는 물에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펌프가 있어야
합니다.
○
펌프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태양열 패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

•

공공 안전을 위해 모든 연못에는 아동 보호 게이트가 달린
울타리나 벽(울창한 관목, 돌담 등) 또는 기타 적합한
벽(높이 36 인치)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물고기나 기타 연못 야생 생물이 있는 연못은 깊이가
최소 3.5 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잉어는 20 평방피트 면적이 필요합니다.
돌로 둘러싸인 La Plaza Cultural 의 연못 | 사진
가든 그룹은 연못 주변 및 근방에 다음 규칙이 적힌
제공: Ariana Arancibia, GreenThumb.
표지판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 방문자는 가든에 데려온 아이들을 감독해야
합니다.
○ 개는 가든 내에서 항상 목줄을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연못에서 수영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개 포함).
○ 낚시는 금지됩니다.
○ 이 물은 음용에 부적합합니다.
○ 가든의 재량에 따른 추가 규칙: 동전이나 쓰레기
등을 버리지 마십시오.

연못 설치에 관한 GreenThumb 규약:
●

가든의 모든 사람이 연못에 관한 결정을 내릴 투표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든의 회원 회의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가든의 부칙에 개괄된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한 규약을 따르도록 합니다.

적절한 안전장치가 있는 맨해튼 Green Oasis
Community Garden 의 연못 | 사진 제공: Ariana
Arancibia, GreenTh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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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을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양식은 부록 E 에 제공됩니다.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o
o
o
o
o
o
o
o

●
●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가든 그룹의 제안 및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
계획한 연못의 도면(울타리, 식재, 표지판 포함)
건설 자재 목록
안전 고려 사항
물에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펌핑 시스템
물고기를 포함한 야생 생물에 관한 계획
모기 방지에 관한 계획
지속적인 관리 계획: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연못 월동 준비하기, 암모니아/질산 수준 모니터링,
폐기물 청소, 펌프 관리, 모기 및 녹조 모니터링, 문제 해결 등.

대민 업무 담당자가 GreenThumb 정책에 따라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방문 일정을 세웁니다.
최종 설계 및 제안은 안전, 법률 준수, 자치구 운영 고려 사항에 맞게 검토됩니다. 모든 연못 및 물
구조물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마다 고려 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GreenThumb 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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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벤트는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이웃에 대해 알며 회원을 늘리는 즐거운 방법입니다. 시 곳곳의 커뮤니티
가든에서 진행됐던 이전 이벤트로는 예술 전시회, 영화 상영의 밤, 라이브 공연, 아이들의 핼러윈 축제, 파머스
마켓, 추수 페스티벌, 봉사자 이벤트, 시 낭독 등이 있습니다.

GreenThumb 정책
NYC Parks 관할에 속한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의 경우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GreenThumb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NYC Parks 관할지의 모든 가든은 매년 2 회 이상의 무료 커뮤니티
이벤트를 주최하고, 사전에 GreenThumb 에 알려야 합니다. 모든 이벤트는 GreenThumb 의 사명과 일치해야
하며, GreenThumb 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든에서 열리는 소규모 시 낭독회에서부터 대규모 블록
파티 이벤트까지 어떤 이벤트라도 가능합니다.
GreenThumb 웹사이트에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FAQ)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핸드북에서 다루지
못한 많은 질문의 답을 제공합니다. 부록 B 에서도 FAQ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
이벤트 요청서 양식
모든 NYC Parks 커뮤니티 가든은 사전에 GreenThumb 이벤트 요청서 양식(GreenThumb Event Request
Form)을 작성해 다음 일자까지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1
●
●
●
●

3 월 1 일: 4 월 1 일 ~ 6 월 30 일 사이에 예정된 이벤트
6 월 1 일: 7 월 1 일 ~ 9 월 30 일 사이에 예정된 이벤트
9 월 1 일: 10 월 1 일 ~ 12 월 31 일 사이에 예정된 이벤트
12 월 1 일: 1 월 1 일 ~ 3 월 30 일 사이에 예정된 이벤트
추후 추가: 위의 각 제출 날짜 이후에 이벤트 일정이 잡히는 경우, 가든은 이벤트 일정이 정해지는 즉시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GreenThumb 은 요청서를 받으면 신속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응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GreenThumb 이벤트 요청서 양식을 통해 GreenThumb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벤트는 다음과 같은
활동입니다.
●
●
●
●

아래에 명시된 모든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활동
가든의 예정된 20 시간의 개방 시간 중 일반 대중의 가든 출입을 막아야 하는 활동
가든의 일반 운영 및 관리와 관계없는 계획된 커뮤니티 활동의 일환으로써 일반 대중을 초대하는 활동
NYC Parks 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모든 이벤트

GreenThumb 이벤트 요청서와 사전 승인이 모두 필요 없는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든 개방일 등 GreenThumb 이 주최하거나 GreenThumb 과의 파트너십으로 주최되는 모든 이벤트,
직원이 진행하는 워크숍, GreenThumb 이 주최하는 봉사자의 날이나 가든 내 예술 행사 및 이와 유사한
이벤트.
• 가든 회의, 가든 작업일, 내부 가든 이벤트, 라이선스의 의무 사항과 관련된 기타 활동을 비롯한 일상적인
가든의 운영 및 관리 활동.
제출이 이루어진다 해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승인 일정은 이벤트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므로 이벤트가
정해지는 대로 즉시 이벤트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시간은 승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벤트 요청은

50
51

GreenThumb 이벤트 FAQ 확인하기: bit.ly/GT_Events_FAQ
GreenThumb 이벤트 양식: bit.ly/GTEven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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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날짜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위에 명시된 일정 안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GreenThumb 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벤트가 승인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 승인 없이는 이벤트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공지한 개방 시간 중에 개인적인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 대중을 상대로 가든을 폐쇄할 수 없습니다. 이벤트가
정규 개방 시간 중에 개최된다면 가든을 개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쇄된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이벤트
당일로부터 1 주 이내에 추가 개방 시간을 공지해야 합니다.
추가 승인 및 허가:
아울러 가든은 이벤트 운영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는 연방, New York State 및 City 법률, 규칙, 규정 및 명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수 승인, 허가, 기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는 경찰청 스피커 사용 허가, 소방서
허가, 건설부 허가, City 및 주 보건부 허가,New York State 환경보전부 허가 허가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어떤 승인이 필요한지 GreenThumb 에서 확인해 줄 수 있지만, 필요한 모든 승인을
받는 것은 각 가든의 책임입니다.
위에 정의된 이벤트에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제 3 자 이벤트: 가든 그룹은 비회원 및 외부 조직으로부터 생일 파티를 비롯한 다른 개인적인 이벤트를
주최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든 그룹은 이러한 경우에 적용하는 처리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청서, 의사 결정 절차, 이벤트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든의 재량에 따라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3 자가 가든에서 이벤트를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하는
경우, 이벤트 요청서 양식을 제출해 GreenThumb 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수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금, 기부 ,판매 처리하기 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외에서 불 또는 발전기 사용: 야외에서 불이나 화기 혹은 특정 발전기를 사용하는 이벤트의 경우, NYC
Parks 의 사전 서면 허가 및 New York 소방청(FDNY)의 해당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2,53. 자세한 내용은
불 사용 정책 장을 참조하십시오.
스피커 사용: 스피커를 사용하는 모든 이벤트는 NYPD 의 스피커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4
GreenThumb 은 필요한 경우 우수한 가든 그룹에게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소음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할 수
있는 서신을 발행해 드립니다.
자금 교환: 가든 그룹은 GreenThumb 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연간 두 명의 기금 조달자에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5 재화와 서비스가 판매되거나 입장료나 티켓 판매 등의 기타 수익이 창출되는 이벤트로 기금
조달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NYC Parks 세금부(NYC Parks Revenue Division)에서 임시 사용
허가(Temporary Use Authorization, TUA)를 받아야 합니다(자금, 기부, 판매 처리하기 장의 TUA FAQ
참조). 가든에서 재배한 농작물의 판매는 라이선스에 따라 허가되며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모금 행사는 가든 개방 시간 이외에
개최되는 한 일회성 모금 이벤트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유료 입장 이벤트(요가 수업 등) 모두
가능합니다.
영상 및 사진 촬영: 상업적 영상 또는 사진 촬영과 관련된 모든 이벤트는 NYC Parks 의 사전 서면 승인과
더불어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시장령 허가(Mayor’s Office of Media and Entertainment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NYC Parks 의 설문지를 작성하십시오. 56 비영리적 촬영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가든의 재량에 따라 승인될 수 있습니다.
거리 통제: 거리 활동 허가 사무소(Street Activity Permit Office, SAPO)는 가든이 블록 파티, 미화
프로젝트, 축제 또는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거리 통제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허가를

FDNY 야외 불 사용 허가: https://www1.nyc.gov/site/fdny/business/all-certifications/per-openflames.page
FDNY 발전기 사용 허가: https://www1.nyc.gov/site/cecm/permitting/new-york-city-fire-department.page
54 NYPD 스피커 사용 허가:: https://www1.nyc.gov/site/nypd/services/law-enforcement/permits-licenses-permits.page
55 기금 모금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핸드북의 자금, 기부, 판매 처리하기 장을 참조하십시오.
56 영상 및 사진 촬영 허가: http://nycgovparks.org/permits/film-shoot-request
5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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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합니다. 57 거리 통제 허가를 신청하려면, nyc.gov/sapo 에 접속하거나 (212) 788-0025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6 개월 전부터 접수가 진행되며 허가 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와 관련된 New York City 허가 목록은 시 이벤트 조율 및 관리 사무소(Citywide Event Coordination and
Management Office) 58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
●

이벤트가 사전에 NYC Parks 와 GreenThumb 의 서면 허가를 받은 모금 행사가 아닌 한, 라이선스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룹은 기부를 바라거나, 기부를 요구하거나, 기부나 티켓 구입 혹은 보증금 지불을
권장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핸드북의 자금, 기부, 판매
처리하기 장을 참조하십시오.
가든 그룹은 요청 없이 제공된 개인의 현금이나 현물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GreenThumb 은 가든 그룹이 선출직 공무원과 친분을 쌓을 것을 권장합니다. 가든 그룹이 선거 유세와
연관된 이벤트를 주최하고자 하는 경우, Parks 특수 이벤트 허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9

GreenThumb 의 추가 지원:
•
•
•

•

•
•

GreenThumb 의 이벤트 계획 워크숍에 참석해 가든 이벤트를 계획하고 커뮤니티 가든 내에서 원활하고
즐거운 활동을 주최하는 간단하며 빠르고 쉬운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승인이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GreenThumb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채널에 가든 이벤트를 공지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3 주 전에 이벤트 목록 등재 요청 양식(Event Listing Request)페이지 60에 이벤트 관련 정보를
제출하면, GreenThumb 온라인 이벤트 달력에 이벤트 정보를 게시해드립니다.
소셜 미디어에 이벤트를 게시하고 GreenThumb 을 태그하면 GreenThumb 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다시
게시해 드립니다.
○ Facebook: GreenThumbNYC
○ Instagram: @greenthumbgrows
○ Twitter: @greenthumbgrows
○ 해시태그: #greenthumbgrows
이벤트 후에는 사진을 보내주세요!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거나 인쇄 출판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룹이 가든에서 GreenThumb 워크숍이나 이벤트를 개최하는 데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새로운 워크숍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GreenThumb 은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계획 제안:
•
•
•

이벤트의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계획이나 일정을 세웁니다.
최소한 4 개월 전에 계획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계획 시작 및 GreenThumb 에 통보(위의 일정에
따라), 지역사회에 지원 및 보조 요청(2 개월 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혹은 직접 이벤트 홍보(3 주), 당일
준비(1~2 일 전), 이벤트 진행(당일), 결과 회의(1 일~1 주 후)의 모든 과정을 수행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배포할 전단지를 만들고, 가든 게이트에 공지합니다. 지역 교회, 커뮤니티 위원회,
학교, 커뮤니티 가든 회의에도 공지합니다. 지역 카페, 식료품점, 세탁방, 식품 잡화점에 전단지를 게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SAPO 허가: https://www1.nyc.gov/site/cecm/permitting/permit-types.page
시 이벤트 조율 및 관리: https://www1.nyc.gov/site/cecm/permitting/supporting-permitting-agencies.page
59 Parks 특별 이벤트 허가 자세히 알아보기: https://nyceventpermits.nyc.gov/parks/Login.aspx?ReturnUrl=%2fParks%2f
60
GreenThumb 이벤트 목록 등재 요청 관련 정보: https://greenthumb.nycgovparks.org/event_listing_request.html
57
58

57

•

•
•
•

지역 언론사 및 커뮤니티 블로그에 연락해 가든의 이벤트와 그 영향에 대해 다룰 의향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언론사와 접촉할 때는 GreenThumb 과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다음과
같은 상용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은 시 전역에 퍼져 있는 550 곳의
가든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GreenThumb 가든은 지역사회 자부심의 중심을 형성하며, 가든이
활성화된 지역에 엄청난 환경, 경제, 사회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소통 방식으로 이메일 그룹, 웹사이트, Facebook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 이벤트 체크리스트를 취합하고 모든 자원봉사자와 이벤트 계획자의 역할을 명확히 배정합니다.
가든 이벤트 계획과 관련된 추가적인 도구나 자료가 필요하면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8

자금, 기부, 판매 처리하기
가든이 회비 수거, 보조금 신청, 기금 모금 또는 금전적 기부를 수령하려는 경우, 자금을 관리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보통 큰 기금을 모금하는 그룹은 제세 자격을 갖추기 위해 비영리
단체로 등록합니다. 그러나 서류 작업과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하는 그룹은 보통 재정
후원자를 이용해 기부받은 돈을 처리하거나 기부자에게 제세를 제공하지 않는 소규모 기부를 받습니다.
GreenThumb 은 언제든지 NYC Parks 관할에 속한 가든의 재무 기록을 감사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NYC Parks 관할지에 속한 모든 가든은 정기적으로 가든
회원과 재무 보고서를 공유하고,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재무 기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회계
가든의 부칙에는 자금의 수령 및 지출 방법, 가든 회원과 재무 기록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약이
있어야 합니다. GreenThumb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가든 그룹은 전적으로 가든을 지원하는 데에만 쓰일 합당한
액수의 회비 회비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회원에게 회비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가든 그룹은
회비 대안으로 차등 회비 옵션 및/또는 추가 자원봉사 시간으로 회비를 대신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일부 가든
그룹은 아주 적은 금액에 관해서도 명확한 규칙을 적용하기도 하고, 구매 결정을 내릴 때 회원끼리 투표할지 운영
위원회에서 투표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세워두기도 합니다. 가든 그룹의 자금 관리 방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으며, 부칙으로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가든의 모든 사람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모금
가든 그룹은 가든의 운영을 지원하는 목적에 한해 기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회비 회비, 보조금,
파머스 마켓 등에서 발생합니다. 가든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가든 현장에서 열리는 모금
행사는 Greenthumb 의 사전 승인을 받아 1 년에 2 회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가든 외부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모금 행사는 언제든 개최할 수 있으며 GreenThumb 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기부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은 회비 회비, 온라인 모금 캠페인, 이벤트에서 요청 없이 받은 기부의 형태로 기부를
받을 수 있지만 가든 회원에게 회원 자격 혹은 가든 이벤트 참가를 대가로 금전적 지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해당 회원이 허가 받은 두 기금 조달자인 경우 제외). 가든 그룹은 사전에 NYC Parks 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든의 요청 없이 가든에 제공된 기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모금 이벤트에 관한 정책은 이벤트
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모금(크라우드소싱이라고도 함)은 새로운 퇴비통이나 빗물 저장 시스템과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모금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gofundme.org 및 ioby.org 와 같이 다양한 수수료를 받고 여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많이 있습니다. 가든 그룹의 필요에 적합한 플랫폼을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ioby 는 웹사이트 ioby.org 에서 모금 팁과 웨비나를 제공하며, 연례 GreenThumb GrowTogether 총회 워크숍 및
연중 전반에 걸쳐 GreenThumb 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가든은 업무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NYC 기반 조직에서 제공하는 일부 보조금은 가든 그룹에
재정 후원자나 501(c)3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금에는 퇴비 제작,

59

활동 역량 증진, 농작물 생산량 증대와 같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Parks 파트너십 61 및 NYC 시민
위원회 62는 NYC 커뮤니티 가든의 오랜 후원자이며 여러분의 그룹이 보조금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모금 시작에 관한 추가 팁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YC Parks 관할지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에서 매우 큰 액수의 보조금이나 참여 예산, 자본 자금, 재량적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자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위해 반드시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GreenThumb 은 여러분의 정원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모금 이벤트
가든 내 티켓 구매가 필요한 이벤트 및 모금 이벤트 주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핸드북의 이벤트 장을
참조하십시오.
선출직 공무원 재량 자금 및 Parks 자산
시의원 및 자치구청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과 관계를 형성하여 가든을 알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시의원이 가든 개선과 인프라를 위해 재량 자금을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NYC Parks 관할지 소속의 커뮤니티
가든을 위한 재량 자금을 얻고자 한다면,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본 핸드북에 명시된 GreenThumb 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민 업무 담당자를 통해 GreenThumb 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판매
가든 그룹은 가든의 운영을 지원하는 목적에 한해 과일, 채소, 허브, 달걀, 꿀 및 기타 가든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든 그룹이 NYC Parks 세금부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물품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품에도 건강에 좋다는 주장을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의약품 규제의 일환으로
건강에 좋다는 주장을 규제합니다. 모든 판매는 해당 시, 주, 연방의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NYC 구획정비부(Zoning Resolution)는 커뮤니티 가든이 동일한 로트의 가든 내에서 재배한 식품의 판매를
허용합니다 nyc.gov/agriculture 의 FAQ 페이지에서 구획이 농산품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63
공용 보도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여러 City 기관에서 감독합니다.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해 어느
기관에 허가를 요청해야 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YC Parks 관할지에 속한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은 지역사회 지원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 프로그램을 통해 유통되는 외부 재배 농산물의 유통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가든은 모든
농작물이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에서 재배됐거나 NYC Parks 세입부(Revenue Division)의 허가를 받는
형태로 NYC Parks 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한 CSA 의 금전적 거래 장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Parks 파트너십: cityparksfoundation.org/about-partnerships-for-parks
NYC 시민 위원회: citizensnyc.org
63
NYC 의 도시 농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1.nyc.gov/site/agriculture/index.page
6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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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NYC Parks 관할에 속하는
GreenThumb 가든
그룹이 이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New York State

신선한 과일,
채소, 허브

예

가공되거나 절단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불필요

모종

예

라이선스를 받은 묘목장에서 모종을 재배한 경우
라이선스 불필요. 직접 모종을 재배하고 비영리인
경우, 라이선스를 받은 묘목장으로 등록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달걀

예

라이선스 불필요

꿀

예

꿀에 첨가물이 없으며 다른 곳에서 구입한 꿀이 아닌
경우 라이선스 불필요

생선

예, GreenThumb 의 서면
승인 필요

생선은 얼음 위에 통째로 놓고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육류

아니요

육류의 유형에 따라 라이선스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파머스 마켓 허가/라이선스/인증서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

홈메이드 과일 잼

예, GreenThumb 의 서면
승인 필요

가내 조리사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에 한함

홈메이드 소스,
살사, 피클 및
기타 냉장이
필요한 물품

예, GreenThumb 의 서면
승인 필요

이러한 물품을 판매하려면 20-C 라이선스를 보유한
자가 인증된 상용 조리 공간에서 생산한 것이어야
합니다. 67

64

및 65 연방 법률

64

66

이러한 주 법률은 대부분 https://mhcm.org/wp-content/uploads/2019/03/Market-Managers-Permits-Checklist-2016.pdf 의

New York 마켓 매니저의 파머스 마켓 조합 체크리스트(Farmers’ Market Federation of New York Market
Managers’ Checklist)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New York State 의 파머스 마켓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nyfarmersmarket.com/resources
뉴욕주 가내 조리사 등록 정보:
agriculture.ny.gov/FS/consumer/FSI-898D_Home_Processor.pdf
67 식품 비즈니스 라이선스에 대한 New York State 정보와 정의: https://agriculture.ny.gov/food-business-licensing
6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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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차 등에
사용하는 건조
허브 및 꽃

예, GreenThumb 의 서면
승인 필요

이러한 물품은 20-C 라이선스를 보유한 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합니다. 68

외용 홈메이드
허브 스킨케어
제품 - 연고, 비누
등

예, 가든 내 깨끗한
토양에서 재배한 허브인
경우

착색료나 금지 화학물질 또는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불필요. 69 가든에 유효한
NYS 판매세 허가(NYS Sales Tax Permit)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501(c)3 비영리는 제세 자격이
있습니다.

인체 섭취용이
아닌 건조 꽃 및
허브

예

유효한 NYS 판매세 허가(NYS Sales Tax Permit)를
제외한 라이선스 불필요. 등록된 501(c)3 비영리는
제세 자격이 있습니다.

자른 꽃

예

유효한 NYS 판매세 허가(NYS Sales Tax Permit)를
제외한 라이선스 불필요. 등록된 501(c)3 비영리는
제세 자격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대마

아니요

NYC Parks 는 Parks 소유지에서 마리화나나 대마
재배 혹은 판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 핸드북의 흡연 및 마리화나 정책 장을
참조하십시오.

NYC Parks 임시 사용 허가(NYC Parks Temporary Use Authorization, TUA)
다음 정보는 NYC Parks 관할지에 속한 등록된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에 한해 적용됩니다.
TUA 는 가든 그룹 또는 공급 업체가 NYC Parks 관할 지역 커뮤니티 가든에서 1 년에 29 일을 초과하지 않는
제한된 기간 동안 수익 창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입니다(아래에 자세히 설명할 ‘영업권’은 지속적인
허가로 TUA 와 반대). 여기에는 모금, 음식 서비스 이벤트, 유료 입장 이벤트, 유급 워크숍, 유급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티켓, 음식, 기타 물품 판매가 수반되는 일회성 이벤트를 위한 것입니다.
예정된 이벤트가 GreenThumb 라이선스 계약에서 허용하는 2 회의 모금 행사 중 하나라면, 가든 그룹은 TUA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에 NYC Parks 와 GreenThumb 의 승인을 받은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추가적인 이벤트는 TU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벤트에서 자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사전에 티켓 판매도 하지
않은 경우), TUA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싶다면 이 사실을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GreenThumb 의 승인을 받으면, Parks 세금부 사무소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212) 360–1397 번으로
전화하여 아래의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
●
●
●

68

69

이벤트 날짜
입장료(일반 대중이 참석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
판매하는 음식의 평균 가격(해당하는 경우)
판매하는 상품의 평균 가격(해당하는 경우)

NY State 농업 및 시장부는 건조 허브를 라이선스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법률 및 규정: https://www.fda.gov/Cosmetics/GuidanceRegulation/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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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을 판매하거나 케이터링을 제공할 판매업자 명단 및 다음 사항
o 판매하는 물품의 유형
o 각 판매업자의 가격표 또는 가격 범위
o 가든이 판매업자에게 청구하는 금액(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받으면 Parks 세금부는 신청 절차를 계속하기 위해 보험 요건, 추가 승인 사항(예를 들어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보건 및 정신위생부의 임시 요식업 허가) 및 세금부에서 요청하는 기타 추가적인 정보를 논의할 것입니다.
Parks 세금부는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추정 수익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티켓과
판매된 음식의 가격, 예상 참가 인원, 이벤트 진행 일수를 비롯한 여러 요인을 고려합니다.
수익금 발생 활동의 유형에 따라 보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TUA 허가를 신청하는 이벤트에서 티켓과 음식을 포함해 어떤 것이든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
상업 일반 책임 보험의 보험 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 COI)도 필요합니다. 70
o
o
o
o

o
o
o

●

일반 보상 한도액(General Aggregate Limit)은 장소별로 적용되어야 함(“LOC” 박스에
체크)
사고 1 건당 최소 일백만 달러($1,000,000.00)*
총액 최소 이백만 달러($2,000,000.00)*
활동 기술(Description of Operations)란에 다음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City
of New York, 추가 피보험자로서 최소한 ISO Form CG 20 26 의 최신판의 보장 범위의
적용을 받는 그 공무원 및 직원, 그리고 City 의 한도는 허가 받는 자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활동 기술란에는 이벤트 장소와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 이름: "NYC Department of Parks & Recreation, The Arsenal, 830 5th Ave,
New York, NY 10065"
COI 에 해당 중개업자 증명서(Broker Certification) 양식(부록 F)을 첨부해야 합니다.
중개업자 증명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며 날짜는 COI 의 날짜와 같거나 그 이후여야
합니다.

이벤트 장소에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동차 책임 보험의 보험

증명서(COI)을 제출해야 합니다.
o
o

소유, 비소유 또는 고용 차량의 소유권, 유지 보수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으로
각 사고(통합 단일 한도)에 대해 최소 일백만 달러($1,000,000).
COI 에 해당 중개업자 증명서 양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중개업자 증명서는 서명
및 공증을 받아야 하며 날짜는 COI 의 날짜와 같거나 그 이후여야 합니다.

이벤트 진행과 관련해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차량 서신(No-Vehicles letter, 부록 G)을
작성하고 서명한 후 나머지 보험 문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

산재 보험
o 행사를 위해 케이터링 또는 공급 업체를 고용하지 않고 가든 그룹에 유급 직원이 없는
경우 산재 보상 면제(Workers’ Compensation Exemption, 양식 CE-200)를 신청해야
합니다. 71

eventhelper.com 또는 미국 커뮤니티 가드닝 협회(American Community Gardening Association) 등 온라인으로 일회성
이벤트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가든 이벤트에 적합한 보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1 산재 보상 면제(양식 CE-200) 온라인 신청: businessexpress.ny.gov/app/answers/cms/a_id/2263/kw/CE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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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케이터링 업체를 고용하거나 추가적인 공급 업체에게 서비스 제공(의자 대여, 증폭
사운드 등) 혹은 제품 판매를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각 공급 업체는 다음 세 가지 문서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
▪
▪

o

C-105.2 산재 보험 증명서
U-26.3 주 보험 기금 산재 보험 증명서
산재 보상 면제(양식 CE-200)

C-105.2 혹은 U-26.3 산재 보험 증명서을 제공하는 공급 업체는 장애 보험 증명도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보상 면제(CE-200)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든에서 재배되어 가공되거나 절단되지 않은 과일, 채소, 허브를 판매하고 싶다면 보건 및
정신위생부(DOHMH) 또는 NY State 농업 및 시장부(NYSDAM)의 허가 또는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든 그룹이 음식을 제공하는 유료 입장 이벤트 혹은 모금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벤트에서 음식을
팔 계획이라면 임시 요식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72
● 가든 그룹이 피클, 잼 등 가공 음식을 만들 예정이라면 GreenThumb 가드너 핸드북의 자금, 기부,
판매 처리하기 장에서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가든 그룹이 집에서 쿠키나 컵케이크를 구워 가든에서 판매할 계획이라면 베이킹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NY State 에 가내 조리사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73 이 등록에는 수수료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NYC Parks 영업권
영업권 74은 공원 내 카페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운영 활동을 뜻합니다. 지속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는 농장 가판대 혹은 가든에서 재배하지 않는 농부(예를 들면 업스테이트나 롱아일랜드의 농부)의 참여를
유도하는 파머스 마켓의 경우 영업권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여 중인 프로그램이 임시 사용 허가(TUA)에
해당하는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NYC Parks 관할지에 속한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참고하십시오.
추가 리소스
●
●
●
●

●

도시 농업 창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 nyc.gov/agriculture.
기록 작성에 관한 리소스:farmingconcrete.org.
NYC Parks 관할에 속한 가든에서 파머스 마켓을 시작하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
nycgovparks.org/permits/farmers-market
Parks 파트너십(cityparksfoundation.org/about-partnerships-for-parks) 및 NYC 시민
위원회(citizensnyc.org)는 NYC 커뮤니티 가든의 오랜 후원자이며 여러분의 그룹이 보조금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ioby 는 웹사이트 ioby.org 에서 모금 팁과 웨비나를 제공하며, 연례 GreenThumb GrowTogether 총회
워크숍및 연중 전반에 걸쳐 GreenThumb 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임시 요식업 허가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1.nyc.gov/nycbusiness/description/temporary-food-service-establishmentpermit
73
New York State 가내 조리사 등록: https://agriculture.ny.gov/food-safety/home-processing
74
NYC Parks 영업권 웹사이트: nycgovparks.org/opportunities/concessions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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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마리화나 정책
GreenThumb 정책:
City of New York 의 소유지와 NYC Parks 관할지에서 운영되는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 내 마리화나와
담배의 재배, 사용, 판매, 가공 또는 유통은 금지됩니다. GreenThumb 라이선스 6.E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든에서는 약물 혹은 알코올의 재배, 생산, 사용, 섭취, 보관, 판매, 유통이 금지됩니다.”
NYC 법률:
•

New York City 행정법(Administrative Code)17-503 항 금연법(Smoke Free Air Act)에 따라 NYC Parks
소유지에서 담배, 전자 담배, 마리화나를 포함한 흡연은 금지됩니다.

New York State 법률:
•

마리화나 규제 및 조세법에 따라 대마 통제 위원회는 “공공 부지에서 대마초 재배 금지”를 비롯한 여러
규칙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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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사용 정책
GreenThumb 정책:
이 정책은 NYC Parks 관할에 속하는 커뮤니티 가든에만 적용됩니다.
NYC Parks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75
•

•

전기 또는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휴대용 버너 사용은 워크숍, 요리 시연, 이벤트에서 제한적으로
승인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서면 계획을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십시오.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 모든 불 사용은 반드시 GreenThumb 의 서면 승인과 FDNY 의 적합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FDNY 는 문화적 의식 등 일회성 행사를 위해 야외 불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76
○ FDNY 에서는 보통 가든의 불 사용 허가를 발행하기 전 먼저 GreenThumb 의 승인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폭발물 팀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허가를 발급하며 이들은 이벤트가 진행되는 시간 내내
현장에 참석합니다.
○ 가든 그룹은 시 기관이 가든의 요청을 처리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벤트 최소
2 개월 전에 승인 요청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 불은 보도나 통로, 울타리, 건물 또는 기타 가연성 물질과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장소 혹은 출입구로부터 최소한 12~15 피트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NYC 법률:
뉴욕 소방청(Fire Department of New York ,FDNY) 소방법: 77 목재 또는 기타 고체 연료(예를 들어 시판 장작)를
태우는 휴대용 실외 화로는 소방법에 의해 모닥불로 규제됩니다. 소방법(FC307.1)은 모닥불의 위험성으로 인해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모닥불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NYC Parks 규칙을 확인해주십시오 https://www.nycgovparks.org/rules/section-1-05
FDNY 야외 불 사용 허가: https://www1.nyc.gov/site/fdny/business/all-certifications/per-openflames.page
77 FDNY 소방법을 PDF 로 다운로드: https://www1.nyc.gov/assets/fdny/downloads/pdf/business/nyc-fire-code-guide.pdf
7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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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내 예술 작품
GreenThumb 가든 내 예술 작품 프로그램에서는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에 공공 예술을
창작하는 데 관심이 있는 예술가 및 가드너와
협업합니다. GreenThumb 은 GreenThumb 및
NYC Parks 예술 및 고미술품부(NYC Parks Arts &
Antiquities)NYC Parks 예술 및 고미술품부 78에서
처리한 제안서와 목표 제안 요청서(Requests for
Proposal, RFP)의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NYC
커뮤니티 가든에 더 많은 예술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 가든 그룹과 예술가의 협업을 지원합니다.
GreenThumb 은 지역 예술가와 커뮤니티
가드너의 협업 관계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광범위한 임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커뮤니티 가든에는 벽화, 조각, 퍼포먼스, 실험적
예술, 음악, 시, 이 모든 것을 위한 자리가 있으며,
GreenThumb 은 이들을 한데 묶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브루클린 Power Street Garden 창고 건물 벽화. 작가: Meg
Minkley 제목: “Fiesta Forever” | 사진 제공: 화가 Meg Minkley

GreenThumb 가이드라인
●

●

●

가든 그룹이 공공 예술 작품을 설치하는 데 관심이 있거나 예술가로서 프로젝트를 위해 커뮤니티
가든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거나 가든 내 예술 작품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든 그룹은 예술 작품 제작에 대한 참여 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드너는 적극적으로 예술가를
찾거나 직접 예술 제안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이 커뮤니티 가든에서 작품을 설치하는 데
관심이 있으면 GreenThumb 이 예술가를 가든과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든 그룹은 제안서
검토를 돕고 가든 그룹의 비전과 일치하는 예술가를 선택합니다.
예술가와 가든 그룹은 협업하여 가든을 위한 예술 작품을 확인하거나 설계하고 설치, 전시,
제거(해당하는 경우)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GreenThumb 정책
이 항목의 정책은 NYC Parks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에 필수적입니다.
●

●

●

78

가든의 모든 사람이 작품 설치 또는 퍼포먼스 이벤트에 관한 결정을 내릴 투표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든의 회원 회의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가든의 부칙에 개괄된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한 규약을 따르도록 합니다.
NYC Parks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의 가든 그룹은
아래 요약된 예술 작품 설치에 관한 Parks 의 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GreenThumb 은 커뮤니티 가든 내
새로운 예술 작품에 대한 RFP 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체적인 규약을 갖습니다.
가든 그룹은 가든에서 일회성 예술 이벤트(음악, 연극, 시)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이러한 이벤트에 관해 알려 올바른 규약을 따르고, 각종 허가를 받고, 이벤트를 홍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핸드북의 이벤트 장을 참조하십시오.

NYC Parks 예술 및 고미술품부 자세히 알아보기: nycgovparks.org/art-and-antiqu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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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지와 무관하게, GreenThumb 에 등록된 커뮤니티 가든 내 모든 대형 예술 작품 설치는
GreenThumb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GreenThumb 에서 특히 신경 쓰는 측면은 예술 작품의
안전성과 견고함, 그리고 장소 적합성입니다. 승인을 요청하려면 예정된 설치 날짜로부터 최소 6 개월
전까지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다음 양식을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제안하는 예술 작품의 설명(제목, 재료, 수치, 중량, 설치 일정 포함)
▪ 기존 작품의 설치를 제안하는 경우, 작품의 사진과 사람을 기준으로 한 척도 참고
자료(예를 들어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를 포함합니다.
▪ 신규 작품을 제안하는 경우, 작업 중인 드로잉 또는
축척을 위한 축소 모형의 사진을 포함합니다.
o 가든 그룹의 의사 결정 과정의 설명 및/또는 가든 그룹의 예술 작품에 대한 서면 승인
o 예상 기간 및 전시 기간
o 가든 내 예상 설치 장소
o 예술가 소개 및 이력
o 설치 예산(후원 단체 또는 기타
자금 조달 방식의 설명 포함)
o 연락 담당자(예술가 또는 제휴 예술 단체 및 가든 담당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o 예술가의 이전 작품 사진 최대 10 장. 모든 사진에는 예술가, 작품의 제목, 재료, 수치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제안은 예술가 및/또는 가든 그룹이 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하면 GreenThumb 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추가 질문을 하거나 진행을 위한 필요 요건을 알려드립니다.

NYC Parks 정책
이 항목의 정책은 NYC Parks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에 필수적입니다.
허가

퍼포먼스
•
•

퍼포먼스에서 스피커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가든의 관할 경찰서에 NYPD 소음 허가도 신청해야 합니다.
무대 음악 또는 기타 퍼포먼스 권리 등 지적 재산권 사용에 관한 필수 허가를 받습니다.

예술 작품
•

•
•

•
•
•
•

모든 임시 공공 예술 작품 및 벽화는 NYC Parks 예술 및 고미술품 사무소의 임시 공공 예술 작품
가이드라인 및 허가를 따라야 합니다. Nyc.gov/parks/art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질문이 있는 경우
artandantiquities@parks.nyc.gov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arklands 및 NYC Parks 자산(GreenThumb 이 구입한 창고 건물, 정자 등의 물품)의 모든 벽화는 1 년
동안만 허용됩니다. 1 년이 지나면 예술가는 해당 작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벽화가 아닌 예술 작품에 대한 모든 제안은 최대 1 년 동안만 허용됩니다. 가든에 1 년 이상 비치할 모든
설치물은 시장령 공공 디자인 위원회(New York City Public Design Commission)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술 작품 설치에 비계나 중장비(크레인, 굴착기, 지게차 등) 사용이 필요한 경우, 예술가는 비계나
장비를 사용할 모든 사람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Parks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에는 지역 커뮤니티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GreenThumb 은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라도 커뮤니티 위원회에 프로젝트에 대해 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안서 승인 후 NYC Parks 예술 및 고미술품 사무소는 NYC Parks 와 예술가 또는 후원 단체 간의 정식
공공 예술 작품 라이선스 계약을 발행합니다.
전시자는 예술 작품의 설치 및 제거 관련 비용을 책임져야 하며, 전시 중 예술 작품의 가공, 노동, 감독,
보험, 관리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 설치 전의 상태로 가든을 복구하는 장소 개선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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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가는 NYC Parks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에서 작품을 전시할 때, 프로젝트 자금을 모금하고
보험을 취득하고 장소를 복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술가의 기타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제안서의 요청에 명시된 모든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고품질의 예술 작품 제시
(해당하는 경우)
가공, 설치, 관리, 보험, 보증금, 철수, 장소 복원을 위한 자금 제공
■ 공공 예술 작품 프로젝트의 후원/전시 단체는
전시 기간 중 일반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City of New York 를 추가 피보험자로 지명한 필수 보험 증권 취득. 일부 프로젝트에는 인증된
엔지니어가 작성한 기술 보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장소 복원 후 전시자에게 반환됩니다.
예술 작품 설치 감독(Parks 에서 제공하지 않은 도구, 재료, 장비)
NYC Parks 언론 사무소와 언론 보도 및 이벤트 협력.
전시 기간 중 예술 작품의 감시 및 관리
예술 작품의 철수 및 장소 복원 감독
NYC Parks 에 비상업적 용도로 어떤 형태로든 예술 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 면제, 영구
라이선스 보장(저작자는 전시자로 표시)
개인 소유 건물,과 연결된 벽화의 경우, 예술가는 해당 건물 소유주의 동의 내용이 담긴 서신과
함께 상기한 제출 요건 항목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리소스:
•
•

•

NYC Parks 의 예술 작품 설치에 관한 허가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nycgovparks.org/art-andantiquities/temporary-guidelines
커뮤니티 가드너가 예술가, 자금, 기타 유형의 지원을 찾는 방법
○ 자치구 예술 위원회 - www1.nyc.gov/site/dcla/cultural-funding/artists.page
○ 지역 대학교 예술 프로그램
○ 인근 박물관 또는 문화 단체
○ 본 핸드북의 자금, 기부, 판매 처리하기 장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가가 커뮤니티 가든을 검색하는 방법
○ GreenThumb 웹사이트에서 커뮤니티 가든을 찾아보십시오. nyc.gov/parks/greenthumb
○ 작업하고 싶은 커뮤니티 가든에 개방 시간중 들르거나 해당 가든의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연계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직원 연락처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http://greenthumb.nycgovparks.org/staff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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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가든 참여형 계획 및 설계
목적
GreenThumb 의 커뮤니티 참여형 계획 및 설계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가드너가 공용 공간으로써의 가든을
상상하고 장소를 만드는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 개선된 디자인을 갖추도록 하는 포괄적인 계획 도구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커뮤니티 가드너와 협업하여 빈 땅에 새로운 가든을 설계하거나
기존 가든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자격
NYC Parks 관할지의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에 한해 커뮤니티 계획 및 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존의 가든 그룹도 커뮤니티 계획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주로 신규 가든을
개발하고 기존 가든 공간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원과 의사 결정 절차를 탄탄히 갖춘 가든 그룹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대민 업무 담당자는 가든 그룹이 도구를 이용해 스스로 집단 비전을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절차
가든 그룹이 커뮤니티 계획 및 설계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경우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가능한 리소스에 따라 가든 그룹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된 가드너 집단이 세 번의 회의에 참가하여
해당 커뮤니티 가든 그룹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논의합니다. 회의는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설계 절차에 회원을
참여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결과
세 번의 커뮤니티 계획 세션 마지막에 GreenThumb 이 각 미팅에서 취합한 주요 콘셉트와 아이디어를 반영한
도면을 만듭니다. 도면은 가든 그룹이 가든 건설을 진행하는 데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면을
선출직 공무원의 재량 자금, 현물, 금전적 지원, 그리고 그린 파트너로부터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비롯하여 가든
건설에 필요한 자금 또는 지원을 받는 다양한 기회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리소스 이용 가능 상황에 따라 GreenThumb 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

설계에 따라 가든의 건설을 일부 도울 수 있는 그린 조직과 가든 그룹을 연결합니다.
운영팀과 협력하여 가든의 일부 건설을 돕습니다(인원에 따라 다름).
설계와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에 맞추어 자원봉사의 날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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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커뮤니티 가든 시작하기
새로운 커뮤니티 가든 또는 농장을 시작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New York City 전역에 NYC Parks
GreenThumb 에 등록된 커뮤니티 가든 및 농장이 550 개 이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주변에 기존 가든이
없는 경우 GreenThumb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정원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취할 수 있는 단계를 확인하십시오. 79
첫 번째 단계는 항상 GreenThumb 에 연락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가까운 곳에 커뮤니티 가든이 없는
지역이라면 이미 그곳에 커뮤니티 가든을 시작할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GreenThumb 에 연락하면 현재 어떤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내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가이던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GreenThumb 은 새로운 커뮤니티 가든을 시작하는 데 관심 있는 뉴욕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을 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지역과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지역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지역을
통합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GreenThumb 의 새로운 가든 이니셔티브
NYC Parks 의 걸어서 공원 가기 이니셔티브(Walk to a Park Initiative)에 영감을 받은 80 GreenThumb 의 새로운
가든 이니셔티브(GreenThumb’s New Garden Initiative)는 NYC 내 모든 지역에서 도보 10 분 거리 내에 커뮤니티
가든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GreenThumb 은 누구나 공평하게 양질의 공공녹지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NYC Parks 의 사명에 부합하도록 빈 부지를 커뮤니티 가든으로 바꾸는
커뮤니티 그룹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2016 년 이래로 GreenThumb 은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새로운
커뮤니티 가든을 설립하기 위해 일해왔습니다. Stapleton(스태튼 아일랜드), Woodside(퀸즈), Prospect Lefferts
Gardens(브루클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79

80

NYC 에서 커뮤니티 가든 시작하기: greenthumb.nycgovparks.org/start_a_garden.html
걸어서 공원 가기 이니셔티브 자세히 알아보기: nycgovparks.org/planning-and-building/planning/walk-to-a-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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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내 자원봉사 그룹 주관
GreenThumb 자원봉사 프로그램
목적
GreenThumb 의 가든 성장 돕기 자원봉사 프로그램(Help a Garden Grow Volunteer Program)은 다양한 기업,
학교, 기타 그룹과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가든을 일회성 프로젝트 혹은 지속적인 작업일의 형태로
연결합니다. 자원봉사 그룹은 잡초 제거, 꽃, 구근, 관목 식재, 가든 청소, 화단 건설, 전반적인 가든 관리 제공,
기타 특수 프로젝트를 통해 커뮤니티 그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가든과
협업함으로써 NYC 의 지속 가능성, 가치 있는 장소 만들기, 문화적 근간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격
NYC Parks 관할에 속한 모든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은 자원봉사의 날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근무 직원
및 리소스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가든 성장 돕기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일회성 및 반복 작업의 형태로 커뮤니티 가든에 도구, 재료 및 자원봉사자
그룹을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의 날은 대체로 2~3 시간 지속되며 한 번에 수십 명의 사람을 지원합니다.
GreenThumb 은 자원봉사자 및 가든 그룹과 조율하여 필요한 도구와 자재를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초대하고자 하는 가든 그룹은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가든에서
봉사활동을 하려는 그룹의 담당자는 GreenThumb 에 (212) 602-5300 번으로 전화하거나
greenthumbinfo@parks.nyc.gov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 그룹 초대
GreenThumb 은 가든 그룹이 지역 자원봉사자 그룹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장려합니다. 다른 여러
조직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관련 팁과 정보를 얻으려면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GreenThumb 자원봉사자 권리 포기 각서 양식
NYC Parks 는 비회원을 포함하는 자원봉사자의 날에 가든 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포기 각서 양식을
제정했습니다. 귀하의 가든에서 비회원이 가드닝 작업, 현장 유지 관리, 목공 또는 기타 실습 활동에 참여하는
작업일 또는 이벤트를 주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부록 C 의 GreenThumb 자원봉사자 권리 포기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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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유해 생물 및 질병 관리
가드닝할 때 유해 생물 및 식물 질병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유익한 곤충을 위한 꽃 식재, 합성 살충제와 합성
제초제, 합성 비료 사용 자제, 식물 간 간격 제공, 성장에 필요한 관심 제공으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완화할 수 있습니다.

GreenThumb 정책:
이 항목의 정책은 NYC Parks 관할에 속한 커뮤니티 가든에 필수적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권장됩니다.
●

●

●

GreenThumb 은 커뮤니티 가든 운영 및 관리에서 문제 지역의 쥐 미끼 설치를 제외하고는 유기, 무기,
기타 어떤 농약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GreenThumb 유해 생물 통제는 통합 유해 생물
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81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GreenThumb 은 GreenThumb 가드너에게 농약 및 제초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IPM 모범 사례는
두둑 덮개 사용, 간작 및 기타 방식 사용뿐만 아니라 님 오일, 비누 스프레이 및 규조토와 같은 영향이
적은 유기 물질을 사용해 병충해 문제를 최대한 예방합니다.
GreenThumb 은 화학 비료보다는 퇴비 및 기타 유기 토양 개량품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시판 무기 농약은
대부분 토양에 서식하는 유익한 생물에게 유해합니다.

추가 리소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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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Thumb 식용 식물 재배 툴킷: bit.ly/GTGrowingFood
EPA, "통합 유해 생물 관리 개요": epa.gov/managing-pests-schools/introduction-integrated-pestmanagement
코넬 협업 확대 유기 생산 가이드: nysipm.cornell.edu/organic_guide/
New York State 통합 유해 생물 관리: nysipm.cornell.edu/
브루클린 식물원 교육 자료: bbg.org/gardening
코넬 협업 확대 - 가든 기반 학습 문제 해결: gardening.cals.cornell.edu/garden-guidance/troubleshooting/

EPA, "통합 유해 생물 관리 개요." epa.gov/managing-pests-schools/introduction-integrated-pest-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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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연락 담당자의 역할
수많은 자원봉사 가드너(현재 20,000 명 이상으로 추정)가 있기 때문에, GreenThumb 에서는 등록된 각 가든에서
회원 두 명을 가든의 연락 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든 회원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음직하며,
디지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가든 연락 담당자를 지목해야 합니다. 연락 담당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담당자가 가든이 GreenThumb 으로부터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때 받고 중요 자료 및 지원 요청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든 연락 담당자는 가든 그룹이 GreenThumb 과 원활히
소통하도록 하는 믿음직한 수단 역할을 합니다.
가든 연락 담당자 직책(주요 연락 담당 및 보조 연락 담당)을 맡은 가든 회원이 리더 지위나 또는 권위 있는 직책을
맡는 것은 아닙니다. 가든 리더는 부칙에 명시된 대로 가든 그룹이 결정합니다. 가든 연락 담당자는 단순히
GreenThumb 과 가든 그룹 사이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전달 역할을 할 뿐입니다. GreenThumb 은 긴급 상황 등
어떤 이유로든 가든 그룹에 연락해야 할 때, 우선 연락 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전송합니다. 나머지 가든
그룹 회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든 그룹에 관한 정보를 GreenThumb 에게 전달하는 것도 연락
담당자의 책임입니다.
가든 연락 담당자가 변경되면 기존 연락 담당자와 신규 연락 담당자 모두가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GreenThumb 은 연락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고 가장 최근의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든 연락 담당자 두 명은 NYC 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지정해 GreenThumb 이 안정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락 담당자 지정 프로세스는 가든 부칙에 명시해야 합니다(부칙 작성 및 수정 장 참조).

가든 연락 담당자의 책임:
필수 서류 작성 — 가든 연락 담당자는 가든 그룹을 대표하여 라이선스 계약에 서명하거나 등록 서류를 작성해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을 수행할 때 그들이 그룹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룹에 참여하여
이 사실을 알립니다.
가든과 관련해 GreenThumb 에 연락하는 일반 대중의 일차 접점 — 가든 가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가든에
학생들을 데려오고자 하는 사람, 가든 내에서 생일 파티나 이벤트를 열고자 하는 사람 등이 있는 경우
GreenThumb 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든의 연락 담당자에게 연결해 서로 의문 사항을 공유하고 전체 가든 그룹과
적합성을 의논할 수 있게 합니다. 가든 연락 담당자는 가든 회원 가입 절차 및 가든 공간 사용에 대해 가든이
운영하는 모든 추가적인 관련 규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GreenThumb 의 정보 수신 및 공유 — GreenThumb 은 물품 배부, 양식, 정보 요청, 특별 이벤트, 워크숍 등의
모든 정보를 두 명의 가든 연락 담당자에게 전송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다른 가든 회원과 공유하는 것은 가든
연락 담당의 책임입니다.
가든 그룹과 GreenThumb 의 우려 사항 전달 – 소통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든 그룹에 문제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가든 연락 담당은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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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작성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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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은 가든 그룹이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간에 따라 변경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룹의 규모, 회원, 목적이
변화함에 따라 현실적인 방식으로 부칙을 평가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그룹의 필요와 원하는 바를 인지해야
합니다.
그룹에서 매년, 예를 들면 봄 연례 미팅에서 부칙을 재점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룹이 현재 작성된 부칙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수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룹에서 부칙을 수정하는 절차가
부칙에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든 그룹의 각 회원은 가입 시 부칙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GreenThumb 은 신규 회원이 부칙을 자세히 읽고
숙지한 후 서명하여 기재된 가든 규칙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든 부칙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서면으로 기록해두면 가든 그룹 내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GreenThumb 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가든 그룹의 부칙은 그룹 내 의사 결정, 분쟁 해결의 뒷받침이
되며, 예방적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본 핸드북의 커뮤니티 가든 내 갈등 해결
장에서 가든 그룹의 단결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칙은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NYC Parks 가든의 라이선스 계약라이선스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칙 요건:
이제 GreenThumb 은 라이선스 취득 및 리소스 수령의 필수 조건으로 NYC Parks 관할에 속한 모든 커뮤니티
가든 그룹이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부칙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GreenThumb 의 지원을 받지만 NYC
Parks 의 소유지에서 운영되지 않는 가든 그룹 역시 부칙을 정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GreenThumb 에서는
연중 여러 번 그룹 조직 및 부칙을 제공하며(가든 성공을 위한 조직(Organizing for Garden Success) 워크숍
시리즈), 여러분과 가든 그룹 회원이 이러한 워크숍에 참석하여 그룹이 부칙을 정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 권리와 책임, 규칙 및 절차, 운영 조직, 그룹 의사 결정 방법에 관한 공통된 이해를 통해
그룹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GreenThumb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최소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1.
2.
3.
4.
5.
6.
7.

가든의 사명 선언문
회원 관련 사항
의사 결정 절차
운영진 조직
향후 부칙 변경 절차
가든의 갈등 및 분쟁 처리 방법
재무

아래 부칙 요건 체크리스트(Bylaws Requirements Checklist)의 각 항목에서 GreenThumb 의 요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GreenThumb 에서는 부칙 기본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 양식은 가드너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항목에 알맞은 표현으로 미리 작성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하기 쉬운 이
기본 양식을 활용해 가든 그룹 전체가 함께 부칙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82

82

가든 부칙 기본 양식 및 워크시트 다운로드: greenthumb.nycgovparks.org/news.html?news_id=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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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요건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일련의 질문을 통해 GreenThumb 이 가든 그룹의 부칙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즉, 가든 부칙에 다음 제시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완성하면 GreenThumb 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그룹 부칙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구성에 포함된 내용 외 다른 내용을 부칙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든 그룹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로 가든 회원들과 원활히
대화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GreenThumb 부칙 워크숍에 참석하거나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1. 사명 선언문
필수 사항:
 가든의 사명, 비전 및/또는 목적을 설명하는 선언문. 사명 선언문은 그룹의 자유재량에 따라
광범위하거나 집중적일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
● 이 가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든이 커뮤니티에 선사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 그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 가든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주의 사항:
● GreenThumb 에서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 파트너십을 권장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가든
그룹이 거주 지역만으로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가든은 여러 지역사회
집단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특정 지역사회에 기반한 조직, 비영리 단체, 종교 단체 또는
상업적 파트너를 사명 선언문에 포함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2. 회원 가입 절차
필수 사항:
 가든에 가입하는 방법. 가든의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회원의 권리(가든 출입, 열쇠, 공용 도구 등)
 회원의 책임(개방 시간, 회의 참석, 텃밭 관리, 공용 공간, 제설, 보도 청소)
 회원이 된 후 회원 자격 유지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회원 가입비가 있습니까? 회원이 회비를 낼 수 없는 경우 금전적 납부를 대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GreenThumb 가든은 회원 자격 취득과 가든 화단 이용에 대해 제로 달러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 알맞은 표현 예시로는 “어떤 사람도 자금 부족으로
회원 가입을 거절당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우리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회원에게는
모든 비용을 면제합니다.” 등이 있습니다.
 회원이 금전적 회비를 납부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규약(추가 자원봉사 시간 등)
 가든 회원이 회원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절차(회원 책임 및 회원 자격 취소 절차)
 가든 회원 자격을 즉시 박탈하는 특정 상황이 있습니까?
 가든에 텃밭 또는 개별 화단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할당합니까? 텃밭 대기자 명단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텃밭을 받지 않는 가든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든에 공동 텃밭 또는 개별 화단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누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선택 사항:
● 가든 회원, 방문자, 일반 대중이 지켜야 할 규칙(그룹 Parks 표지판에 명시한 규칙 외 다른 추가
규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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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가든은 공공 개방 시간 중에는 회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라도 출입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차등 회비 범위 안에는 $0 옵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든 텃밭과 화단이용에 대기자 명단을 운영할 수 있으나 가든 회원 인원이 텃밭 이용 가능
인원으로 제한될 수는 없습니다.
• 회원 가입 절차로 지역 조직, 교회, 학교, 주민 단체 등의 활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GreenThumb 은 정책상 아동 및 청소년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가든은 아동 및
청소년을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부칙을 정할 수 없습니다.
• 회원 자격과 관련해 배타적인 부칙을 정할 수 없습니다. 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을 거주 지역,
연령 등의 기준으로 배제하는 부칙을 정할 수 없습니다.
3. 의사 결정
필수 사항:
 가든의 특정한 투표(50 퍼센트 미만, 2/3 등) 또는 합의(100 퍼센트) 절차를 설명합니다. 83
 누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일반 회원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까? 위원회, 의장 및/또는 핵심
운영진이 독자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의사 결정 및/또는 투표가 직접 이뤄집니까? 이메일 투표, 부재자 투표, 대리 투표가 가능합니까?
 투표하고 제안서를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회원 수가 있습니까? 즉, 정족수가 어떻게
규정됩니까?
 일반 그룹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리더는 어떻게 의사 결정을 내립니까? 이들이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무엇입니까?
가든 회원 전체가 함께 내려야 하는 결정은 무엇입니까?
선택 사항:
● 그룹은 얼마나 자주 모입니까?
주의 사항:
• 부칙으로 특정한 사람을 의사 결정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회장에게 연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부칙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4. 가든 운영진
필수 사항:
 가든 운영 조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가든에 운영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타 선출된 운영진이 있습니까?
 운영진은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가 없다면,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해당 직책에 임기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부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운영진의 역할(직함, 책임)
 운영진을 구성하는 직위 혹은 직함은 무엇입니까?
 운영 위원회 구성원의 요건/책임은 무엇입니까?
 운영진은 어떻게 선출 또는 임명됩니까?
 가든에 위원회가 있다면 이곳에 나열하고 설명합니다.
선택 사항:
● 가든 운영진이 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특별한 요건이 있습니까?
● 가든 운영진은 얼마나 자주 모입니까?
이러한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려면 GreenThumb 그룹 발전 툴킷(GreenThumb Group Development Toolkit)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it.ly/GTGroupDevelopment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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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든 운영진 회의를 가든 일반 회원에게 공개합니까? 가든 운영진 회의를 가든 그룹에 어떻게
전달합니까? 회원에게 가든 운영진 회의의 회의록/기록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가든 운영진 구성원이 운영진의 요건/책임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필요한
경우 해임합니까?

주의 사항:
● 운영진 자리를 영구히 또는 특정 파트너 조직을 위해 남겨놓는다는 부칙을 정할 수 없습니다.
●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은 가든 운영진이 될 수 없다는 부칙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역할은 바뀔 수 있으므로 특정 인물이 특정 역할을 맡는다는 부칙을 정할 수 없습니다.
5. 부칙 수정
필수 사항:
 그룹은 부칙을 어떻게 수정합니까?
 부칙 변경에 필요한 정족수가 있습니까?
 부칙 변경안이 발의되고 투표가 이뤄지면 이 사실은 그룹에 어떻게 전달됩니까?
선택 사항:
• 수정된 부칙이 반영되고 효력을 발휘하려면 투표가 이뤄지기 얼마나 먼저 그룹에 알려야
합니까?
주의 사항:
• 부칙 수정이 금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6. 갈등 및 분쟁
필수 사항:
 가든은 갈등이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84
 가든(위원회) 내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쟁으로 인해 회원 자격 또는 기타 특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까?
 회원에게 가든의 규칙 또는 부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리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퇴출당한 회원이 다음 시즌에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든 그룹은 궁극적으로 가든 내 갈등을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GreenThumb 은 필요한 경우
가든에게 외부의 무료 중재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지만, 가든이 내부 갈등을 단순히
GreenThumb 에 넘긴다는 부칙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을 당했다면 NYC 인권위원회(NYC
Human Rights Commission)에 311 번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5
선택 사항:
• 한 가든 회원이 다른 회원의 규칙 위반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항:
• 내부 갈등 및 분쟁을 단순히 GreenThumb 에 넘긴다는 부칙을 정할 수 없습니다. 가든 내 갈등
처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커뮤니티 가든 내 갈등 해결 장을 참조하십시오.

7. 재무
필수 사항:
 가든의 자금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가든의 은행 계좌, 재정 후원자가 관리 등)
 가든의 계좌를 관리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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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는 커뮤니티 가든 내 갈등 해결 장을 참조하십시오.
NYC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https://www1.nyc.gov/site/cchr/enforcement/complaint-process.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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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및 구매 관련 사항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모금 관련 사항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가든의 재무 기록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선택 사항:
● 그룹 구성원들에게 재무 기록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 특정 승인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 새로운 구매가 승인된 이후의 구매 규약
● 회원에게 환급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주의 사항:
• 가든을 임대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가든으로 영리를 취하는 행위는 GreenThumb 라이선스에
위반되며 금지됩니다.

선택적 추가 항목:
회원 및 방문자에 적용되는 규칙
가든에서 가드너 및 방문자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설명하는 규칙으로 가든 그룹의
부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규칙의 예로는 “흡연 금지” 또는 “허락 없이 이웃 텃밭의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음” 등이 있습니다.
● 가드너 및 방문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 가든 방문자 또는 회원이 가든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 참고 사항:
i.
가든은 최소 개방 시간인 주 20 시간 중에는 공공 개방 공간이 되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ii.
가든 전체 혹은 일부에 개를 데려오는 행위를 금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 사실을 부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안내 동물
의 출입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iii.
가든은 악천후의 경우 개방 시간중에도 닫을 수 있습니다.

추가 리소스:
•
•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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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Thumb 그룹 발전 툴킷 86은 그룹 조직, 가든 재무 관리 등 가든 그룹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YC 시민 위원회에서는 지역 리더십 협회(Neighborhood Leadership Institute)
프로그램(citizensnyc.org)에서 그룹 구조 및 커뮤니티 조직에 관한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미국 커뮤니티 가드닝 협회(American Community Gardening Association) 웹사이트에서는 가든 규칙
견본 등 커뮤니티 가든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자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87

GreenThumb 그룹 발전 툴킷 알아보기: bit.ly/GTGroupDevelopment
미국 커뮤니티 가드닝 협회 자료 보기: communitygarden.org/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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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의 기초
다음은 커뮤니티 가든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와 GreenThumb 에서 제안하는 해결책입니다.
가든 내부에 승용차, 트럭, 트레일러, 오토바이 및 기타 차량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커뮤니티 가든에 승용차, 트럭, 트레일러, 오토바이 및 기타 차량을 주차하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을 즉시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이 유기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311 번으로
전화해 버려진 차량을 신고하고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경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가든에서 불법 약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든 내 혹은 가든 근처에서 불법 약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있으면, NYPD 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긴급 상황인 경우 911 로 전화,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관할 경찰서 88로 전화). 이 일은 경찰관이
처리합니다. 절대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 마십시오. 가든 내에서 이러한 행동을 목격한 경우 GreenThumb 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든 내에서 주사기를 발견하면 절대로 만지지 마십시오. 부적절한 주사기 투기는
311 번으로 전화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든에서 알콜성 음료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New York City 및 New York State 법률에 따라 가든 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금지된다는 사실과
시 기관의 관할에 속한 공공장소 내에서의 흡연은 시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NYC Parks 가든
표지판의 규칙을 가리키거나, 가든이 NYC Parks 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가든 규칙" 표지판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가든 회원인 경우 그룹의 부칙을 참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가든 회원이 반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회원을 제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든 내에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 물품(가든 관리에 사용되지 않는 물품)은 GreenThumb 가든 내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가든 내에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건을 가든 밖으로 치우도록 요청합니다. 물품이 버려진 것이
확실한 경우, 재활용하거나 버립니다. 물품이 크기가 크면 위생부에 연락하거나(311 번으로 전화해 위생부 연결
요청) GreenThumb 에 연락해 수거 일정을 계획합니다.
가든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가든 내에서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가든 내에서 자동차가 충돌했습니다. 누군가가
가든을 훼손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 보고서(Police Report)를 요청합니다. 그 후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알리면, 사고
신고서(Incident Report)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가든이 손상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가든 회원이 가든의 공공 개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GreenThumb 가든은 반드시 공공에 개방해야 합니다. 가든 그룹이 대중의 가든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4 월
1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 매주 20 시간 이상의 개방 시간을 운영하는 형태로), 가든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가든
라이선스가 종료될 위험이 있습니다 방수 처리된 "개방 시간" 표지판을 만들 수 없는 경우, GreenThumb 에
연락하시면 코팅된 표지판을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은 명시된 가든 개방 시간에 가든을 개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든 회원이 신규 회원의 가든 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GreenThumb 가든은 반드시 신규 회원을 수용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신규 회원에게 할당할 수 있는 개인
식재 공간용 텃밭이 없더라도,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을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신규 회원이 공동 구역 관리,
이벤트 계획, 소통, 목공 프로젝트, 회의 진행, 보조금 신청서 작성, 소셜 미디어 관리 등을 돕도록 합니다.
커뮤니티 가든에는 개인 텃밭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가든 화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대기 목록에 있는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88

우리 지역 관할 경찰서 찾기: https://www1.nyc.gov/site/nypd/bureaus/patrol/find-your-precinct.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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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가든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벤트를 성공시키려면 철저히 계획하고 창의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솔직히 말하면) 맛있는 음식이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스터, 전단지, 뉴스레터, 소셜 미디어는 모두 지역 주민에게 이벤트를 알리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GreenThumb 은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여러분의 이벤트를 홍보해드립니다.
GreenThumb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9 또한 지역 뉴스, 블로그, 인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New York City 는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인종, 시민권 상태, 피부색, 장애, 성별, 성 정체성, 결혼 여부, 출신 국가, 임신, 종교,
성 지향성, 군 복무 또는 전역 상태와 무관하게 모두가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커뮤니티 가든의
책임입니다.
GreenThumb 표지판이 없어졌거나 손상됐습니다.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새로 게시할 표지판을 마련해 드립니다.
가든에 쥐가 있습니다.
쥐는 먹이, 물, 거처,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길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살 곳을 찾습니다. 가든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폐기물과 쓰레기 더미는 쥐가 숨고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점판암으로
만든 자갈의 일종인 Stalite 로 굴을 막거나, 삽으로 누르거나 밟아 굴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본
핸드북의 가든 내 동물 장에 수록된 쥐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89

GreenThumb 이벤트 양식: bit.ly/GTEven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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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및 예상치 못한 상황
가든에서는 긴급 및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규약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각 긴급 상황에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긴급 및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다음에 나열된 담당 기관에 연락한 다음에는 반드시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영업
시간 외에는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없으므로 아래 연락처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311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
•
•

계약 업체/개발 업체가 적합한 허가 없이 부지에 접근하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
나무, 전기, 보도 또는 기타 환경상 위험한 것이 있을 때
가든 회원이 노숙하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가든에 살고 있는 경우 90

NYC Parks 관할지에 속한 가든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311 번으로 전화하거나 311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공원 집행 경관(Parks Enforcement Patrol, PEP)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공원 집행 경관은 공원과 공공시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전담 경관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PEP 경관은 Parks 규칙 및 규정을 집행하도록 훈련받은
New York 공인 평화 경관(New York Certified Peace Officers)으로 Parks 의 공공장소를 안전하게 지키고
방문객을 환영하는 곳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드너는 계약 업체/개발 업체와 갈등이 있거나 위험에 처한
개인에게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때, PEP 에게 대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NYC Parks 중앙 소통 센터(NYC Parks Central Communications)에 (646) 6131202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
•

Parks 관할지에 속한 가든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긴급 사태는 아닌 상황에 처한 경우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이 진행되는 경우

이 전화는 24 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원 집행 경관(PEP)을 파견할 수 있는 Parks 직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911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
•
•

화재, 몸싸움, 응급 의료 상황(정신 건강 긴급 상황은 아래 추가 정보 참고), 중대한 도난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
가든에서 약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가든에서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888) 692-9355 번으로 NYC Well 에 연락하십시오.
•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91

NYC Well 은 비밀이 보장되는 24 시간 무료 정신 건강 지원 핫라인입니다. NYC Well 상담사는 긴급 상황
대처팀이 필요한 상황에 조언을 제공하며,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적절한 자원을 얻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NYC Well 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65173 번으로 “WELL” 전송) nyc.gov/nycwell 에서 온라인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90자세한
91

정보를 얻으려면 이 핸드북에서 추후 다룰 노숙인에 대한 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핸드북에서 추후 정신 건강 관련 정보를 더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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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정보
가드닝은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과 연결되는 멋진 일입니다. 또한 식물이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며
성장과 연결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기 관리를
실천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연 및 녹지에 둘러싸여 있으면 긴장감, 우울감,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New York City 에서는 모든 뉴욕 시민이 정신 건강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과 주변 지역 주민이 이용 가능한 자원을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모든 서비스는
다국어로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 보장 범위나 이민 상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NYC Well
스트레스 증상이 심각하거나 혹은 긴급 상황은 아니지만 정신 건강 관련 지원이 필요한 가든 회원이 있다면,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인 NYC Well 92의 숙련된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NYC Well 직원은 365 일 24 시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200 개 이상의
언어로 간단한 상담과 치료 연결을 제공합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888-NYC-WELL (888-692-9355)로 전화하거나 65173 번으로 문자 메시지 “WELL”을
전송하거나 온라인 채팅을 이용하십시오. 93
또한 Nyc.gov/nycwell 에 접속해 App Library 를 클릭하면 가정에서 신체 및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앱과 온라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 뉴욕 시민을 위한 정신 건강 정보
고령층 연결 핫라인 (212) AGING-NYC 또는 (212) 244-6469 로 전화하십시오.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을 위한 정신 건강 정보
COVID-19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및 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정신
건강관련 무료 정보 및 서비스는 nyc.gov/thrivenyc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4 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에 제공되는 모든 정신 건강 관련 서비스를 확인하십시오. 95
장애인
COVID-19 관련 어려움 96을 비롯한 여러 97상황의 정신 건강 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정보는 NYC 시장의 장애인
지원 사무소(NYC Mayor’s Off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에서 제공됩니다. 장애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면

92

NYC Well 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nyc.gov/nycwell 을 참조하십시오.
NYC Well 온라인 채팅 서비스: nycwell.cityofnewyork.us/en/
94 ThriveNYC 자세히 알아보기: nyc.gov/thrivenyc
93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을 위한 95정신 건강 서비스 전체를 보여주는 PDF 파일 다운로드: thrivenyc.cityofnewyork.us/wpcontent/uploads/2020/08/082620-YouthServicesGuide-Mobile.pdf
96
장애인을 위한 COVID-19 관련 정보 알아보기: www1.nyc.gov/site/mopd/resources/covid-19-resources-for-people-withdisabilities.page
97
NYC 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 모두 알아보기: nyc.gov/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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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788-2830 번으로 직접 전화하거나 (646) 396-5830 번으로 화상 전화(ASL)를 걸어 시장의 장애인 지원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폭력, 범죄, 학대 피해자를 위한 정신 건강 정보
Safe Horizon 은 NYC 의 24 시간 핫라인을 운영합니다. 1-800-621-4673. Safe Horizon 활동가는 SafeChat 을
통해 정보, 옹호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98
재향 군인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
재향 군인은 트라우마 상담 및 위기 개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향 군인은 재향 군인 위기
전화(Veterans Crisis Line)인 800-273-8255 번으로 전화하거나 nyc.gov/veterans 에 접속해 정신 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

자세한 정보는 ThriveNYC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Twitter 에서
@MentalHealthNYC 를 팔로우하고 thrive@thrive.nyc.gov 에 이메일을 보내 이메일 배포 목록에 가입하십시오.

98

Safe Horizon 의 SafeChat 서비스: safehorizon.org/safechat/
재향 군인을 위한 NYC 의 정신 건강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http://nyc.gov/veterans
100
뉴욕 시민이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정신 건강 지원 관련 ThriveNYC 가이드(ThriveNYC’s Guide to Mental Health Support
New Yorkers Can Access While Staying Home): thrivenyc.cityofnewyork.us/mental_health_support_while_home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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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을 위한 정보
커뮤니티 가든은 안전하고, 포용력이 넓으며, 모두를 환영하는 분위기의 공공 공간입니다. 노숙 중인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NYC 는 노숙 중인 뉴욕 시민을 지원하며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숙인이 노숙 생활을 청산하도록 도우려면 NYC 노숙인 서비스부(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지원팀에서 수백 번의 접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원팀에서는 연중무휴 끈기와 연민의 자세로 노숙 중인 뉴욕
시민에게 서비스 및 지원, 안전한 주거 시설을 제공합니다.

311
노숙 중인 가든 회원 또는 방문자에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들이 가든에 거주하기를 시도하는 경우,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311 번으로 전화하거나 휴대폰으로 311 앱을 통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311 연락 내용은 NYC
거리 지원(NYC Street Outreach)에 전송되며 101 지원을 위해 담당 시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311 번으로 전화해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 뉴욕 시민을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
•
•
•

개인이 311 에 전화하면 서비스 요청(Service Request, Sr)이 이뤄집니다.
SR 을 평가한 뒤 필요에 따라 NYC Parks 와 같은 파트너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에 해당 요청 건을
할당합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에 할당되는 경우, 요청 접수 1 시간 이내에 지원팀이 파견됩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 지원팀은 노숙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발견되는 경우 해당 노숙인과 직접 접촉해 안전
상태를 평가하고, 그들이 서비스를 수락하고 노숙을 청산하도록 권장합니다.

가든 내 노상 방뇨, 벤치에서 수면, 개방 시간 외 불법 접근과 같은 부적절한 일이 발생하거나 노숙인으로 인해
Parks 관할지에 속한 가든을 청소해야 하면, 가드너는 즉시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드너는
311 에서 받은 확인 이메일을 대민 업무 담당자 및 공원 집행 경관 특별 운영 책임자 Edwin Falcon 에게 다음
주소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edwin.falcon@parks.nyc.gov.

NYC Parks 중앙 소통 센터(NYC Parks Central Communications)
Parks 관할에 속한 가든의 경우, 특히 보통 GreenThumb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저녁과 주말에 진행 중 인 긴급
상황이 있는 경우, 가드너는 (646) 613-1202 번으로 NYC Parks 중앙 소통 센터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는
24 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원 집행 경관(PEP)을 파견할 수 있는 Parks 직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 등이 일어나는 경우 이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11
긴급 상황, 공공 안전 위협 상황, 또는 가든 방문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911 로 전화하십시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사건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숙련된 전문가가 상황을 해결할 것입니다.

101

NYC 거리 지원(NYC Street Outreach): www1.nyc.gov/site/dhs/outreach/street-outreach.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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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가든의 갈등 해결
단결력이 가장 뛰어난 그룹 또는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갈등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커뮤니티 가든에
포용적인 문화를 구축하고 가든 그룹 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갈등에 대한 가든
규약은 가든의 부칙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부칙 작성 및 수정 장 참고).
가든 그룹은 자치단체이므로 그룹이 유연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든 내 갈등을 해결할
책임이 궁극적으로 가든 그룹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GreenThumb 은 필요한 경우 가든에게 외부의 무료
중재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대부분 오해, 의사소통 오류, 포괄적인 서면 가든 정책의 부재로 인해
발생합니다. GreenThumb 커뮤니티 가든은 나이, 인종, 시민권 상태, 피부색, 장애, 성별, 성 정체성, 결혼 여부,
출신 국가, 임신, 종교, 성 지향성, 군 복무 또는 전역 상태와 무관하게 모두를 포용하는 공간이며, 개방된 공공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든 그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시간을 들여 가든의 단합에 도움이 되는
부칙을 함께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든 부칙 부칙은 그룹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과 가이드라인의 집합입니다.
부칙에는 가든 규칙,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약, 회원 규칙 및 책임에서부터 가든 운영진
조직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칙은 가든의 사명 선언문, 커뮤니티의 비전, 다양성과 포용성,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의 공통 가치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가든의 모든 사람이 부칙에 서명했다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내부적인 구조를 갖춘 것이며, 갈등 발생
시 부칙을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부칙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본 핸드북의 부칙 작성 및 수정 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갈등이 가든 그룹의 해결 역량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갈등 해결에 특화된 숙련된
전문가와 조직으로부터 중재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시 전역에 다음과 같은 무료 중재 센터가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
•
•

브루클린 및 맨해튼: 뉴욕 평화 기관(New York Peace Institute): nypeace.org/mediation/
브롱크스: 중재 및 갈등 해결 기관(Institute for Med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imcr.org
퀸즈: 커뮤니티 중재 서비스(Community Mediation Services): mediatenyc.org
스태튼 아일랜드: NYC 대인 관계 발전 센터(Center for Interpersonal Development): nycid.org

대부분의 중재 센터는 첫 일대일 면담에서 갈등 당사자들이 혼자서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 방식은 아직 모든 당사자가 중재를 모색하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GreenThumb 정책
가든에 부칙도 있고, 중재 서비스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해
추가적인 도움과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별을 당한 경우 GreenThumb 에 보고해야 하며, 311 번으로 NYC
인권위원회에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2

추가 리소스:
•

102
103

갈등 중재 훈련을 받으십시오. GreenThumb 에서는 정기적으로 기초 워크숍을 제공하며, New York 평화
기관(New York Peace Institute)에서도 교육을 제공합니다. 103

차별 민원: https://www1.nyc.gov/site/cchr/enforcement/complaint-process.page
뉴욕 평화 기관(New York Peace Institute) 교육: https://nypeace.org/become-a-me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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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ransformHarm.org 104은 폭력 근절에 관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변혁적 정의의
기초를 소개합니다. Mariame Kaba 가 제작하고 Lu Design Studio 에서 디자인한 이 웹사이트에서는
엄선된 기사, 시청각 자료, 교육 과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커뮤니티 책임 절차와
변혁적 정의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Support New York 의 책임 절차 교육 과정 105은 Support New York 에서 영구적인 피해를 가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책임 절차 교육 과정의 기본 형식입니다.
창의적 개입 툴킷(Creative Interventions Toolkit) 106은 지역 사회 기반에서 폭력과 갈등에 개입할 것을
장려합니다.
서로를 향해: 갈등 워크북(Turning Towards Each Other: A Conflict Workbook)(Jovida Ross, Weyam
Ghadbian 저)은 개인 및 집단의 갈등을 탐색하고 갈등 해결 절차를 학습할 수 있도록 풍부한 연습 과제를
제공하는 워크북입니다. 107

TransformHarm.org: https://transformharm.org/
Support New York 책임 절차 교육 과정: https://supportny.org/transformative-justice/curriculum/
106 창의적 개입 툴킷: https://www.creative-interventions.org/tools/toolkit/
107 서로를 향해: 갈등 워크북: https://turningtowardseachother.medium.com/turning-towards-each-other-embracing-the-giftsof-conflict-for-social-change-ea28502016b7
10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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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에서 아동 및 청소년과 협업하기
커뮤니티 가든은 모든 연령대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가든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가든에 아동 및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데는 추가적인 계획과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가든은 주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연결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핸드북이 작성되는 현재에도 COVID-19
대유행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가든을 야외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NYC 교육부(NYC
Department of Education)의 야외 학습 이니셔티브(Outdoor Learning Initiativ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8

가이드라인:
•

•

•

•
•

아동 및 청소년의 가든 활동 참여를 장려하려면, 우선 그 목적과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다음 가든 회의
주제를 “아동 및 청소년 참여 증진”으로 정하고 이를 어떻게, 왜 하려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작업에 우선순위를 배정합니다. 이는 “학생 주도
학습”이라고 불리며, 이 방식을 활용하면 아동 및 청소년이 리더십을 체험하고 주도적으로 학습 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은 아직 자신과 커뮤니티에 대해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도시 농업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든 활동에서 자기 탐색을 우선시하게 하십시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활동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이미 아동 및 청소년과 협업하고 있는 커뮤니티 가든에 문의하여 시행 중인 프로그램을 관찰하고
아이디어와 가이드를 얻습니다.
가든은 개방 시간중에는 반드시 개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학교(K-12)와의 협업에 관한 팁:
•

•
•
•

교사, 학부모, 행정 담당자를 가든에 초대합니다. 학교의 의사 결정자와 가든의 협업 사용을 논의할 수
있는 투어와 회의를 주최합니다. 일부 커뮤니티 가든에는 학급 전용 화단이 있으며, 학생이 성취할 수
있는 특정 작업을 따로 마련하는 가든도 있습니다. 교사와 논의하여 사전에 공동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투어에 참여하거나 가든에서 수업을 열도록 초청합니다.
교직원과 협업하여 학교 그룹이 가든을 방문할 날짜와 시간 및 작업할 공간을 정합니다.
가든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를 만나 학생들이 수업 중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주제나 수업
내용이 가든 활동과 연관되도록 계획합니다. 교과 과정은 방대하며 온라인 또는 지역의 그린 조직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교실 내 New York 농업(New York Agriculture in the Classroom) 109 및
학교 텃밭 식용 작물 재배 프로젝트(Edible Schoolyard Project) 110는 방대한 양의 가든 연계 수업 계획을
포함한 교과 과정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을 New York City 교육부의 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GreenThumb 청소년 리더십 위원회

야외 학습 이니셔티브 자세히 알아보기: infohub.nyced.org/working-with-the-doe/covid-19-resources/outdoor-learninginitiative
109 교실 내 New York 농업 교육 과정: agclassroom.org
110 학교 텃밭 식용 작물 재배 프로젝트: edibleschoolyard.org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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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Thumb 청소년 리더십 위원회(Youth Leadership Council, YLC)는 14 세에서 21 세의 청소년이 재배 시즌 중
커뮤니티 가든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세대 간 서비스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111 청소년을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세대 간 학습을 장려하고, 차세대 NYC 커뮤니티 가드너를 육성한다는 세 가지 핵심을
통해 YLC 는 청소년을 근처의 GreenThumb 가든 그룹과 연결합니다. 가든이 청소년 자원봉사자 단체를 초청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매년 여름 대민 업무 담당자의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주변에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는 경우, 청소년에게 신청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GreenThumb 에서는 신청서를
특정 모집 기한 없이 계속 검토합니다.

추가 리소스:
●

●
●

GrowNYC 교육(GrowNYC Education) 112은 New York City 학교 가든 프로그램으로 GrowNYC 와 NYC
교육부의 제휴로 운영됩니다. 학교 가든을 시작하는 방법 알아보기, 제휴 가능한 지역 학교 가든 검색,
툴킷 다운로드, 교과 과정 탐색을 원한다면 grownyc.org 에 접속하십시오.
지역 커뮤니티 위원회 113에는 청소년 위원회가 있으며, 청소년 위원회의 다음번 회의 안건으로 가든이
지역 사회 청소년을 위한 자원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여름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Summer Youth Employment Program)의 고용 현장으로 등록하십시오. 여름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은 14 세에서 24 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최장 6 주간 유급 여름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Nyc.gov/dycd 114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거나 (800) 246-4646 또는 (646) 343-6800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학교 또는 학교와 협업하는 커뮤니티 가드너를 위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grownyc.org 에 방문하거나
growtolearn@grownyc.org 로 GrowNYC 학교 가든에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리더십 위원회 자세히 알아보기: greenthumb.nycgovparks.org/youth_gardener.html
GrowNYC 교육 및 NYC 학교 가드닝 자세히 알아보기: grownyc.org/education
113 우리 지역 커뮤니티 위원회 찾아보기: nyc.gov/html/cau/html/cb/cb.shtml
114 NYC 청소년 및 커뮤니티 개발부(NYC Dep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자세히 알아보기: nyc.gov/dycd
1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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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커뮤니티 가든을 위한 표토 조건
작업: 이 항목에 따라 계약 업체는 NYC Parks GreenThumb의 계획, 조건 및 지침을 준수하는 커뮤니티
가든을 위한 표토를 제공하고 공급해야 합니다. 계약 업체는 표토 공급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책임을 지며,
흐트러지거나 손상된 모든 영역은 GreenThumb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자재:
표토: 표토는 심토가 발견된 경우 1피트(1') 이하의 깊이만큼 제거된 모래/롬(양토), 잘 부서지는 토양이어야
합니다. 표토는 단단한 덩어리, 굳은 점토, 경반, 떼층, 부분적으로 분해된 돌, 석회, 시멘트, 재, 슬래그,
콘크리트, 타르 잔류물, 타르 종이, 판자, 칩, 막대기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기타 물질 없이 품질이
균일해야 합니다. 표토는 얼거나 질퍽거리는 상태로 배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토는 NYC Parks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유기물 함량: 표토는 공정법 농예 화학자 협회(Association of Official Agricultural Chemists)의 현행
방식에 따라 건조된 것이어야 하며, 수분 없는 시료의 강열 감량으로 측정된 유기물을 40퍼센트(40%)에서
50퍼센트(50%) 포함해야 합니다. 유기물 함량은 50퍼센트(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산성도 범위는 pH 6.0에서 pH 7.4까지여야 합니다.
3. 토양 조직 분석: 표토는 다음 백분율의 모래, 실트, 점토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표토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NYC Parks GreenThumb가 지시한 경우, 공급 업체는 입자 크기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공급된 표토의 선별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선별을 완료한 뒤,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검사를 공급 업체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래(0.05~2mm)
실트(0.002~0.05mm)
점토(<0.002 mm)

40%~75%
15%~65%
최대 20%

4. 전기 전도성은 최대 1.50mmhos/cm여야 합니다. 검사 방법은 포화 페이스트법이어야 합니다. 값이
크면 염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자재는 거절됩니다.
5. 영양분: 필요한 경우 표토 검사 결과는 영양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토양 개량 권장 사항 수준을
기록해야 합니다. 유기 토양 첨가제 및 비료는 필요에 따라 NYC Parks GreenThumb에서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계약 업체의 비용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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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염 물질 농도: 표토는 6 NYCRR 375-6.7(d)의 반입된 깨끗한 복토 기준 요건, 현장 조사 및
개선을 위한 NYSDEC 기술 지침 (DER-10) 5.4(e)의 실질적 요건, 최신 EPA 지역 2 토양 납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건설 착수 시점 기준). 이 프로젝트에는 제한된 주거용 카테고리가 적용됩니다.
해당 카테고리는 공공 이용을 포함해 토양을 접촉할 가능성이 충분한 적극적인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에 적용됩니다. 제한된 주거용의 경우 깨끗한 표토로 간주 되려면 표토가
지하수 보호 기준 또는 제한된 주거용 공공 보건 보호 기준 중 낮은 쪽을 충족해야 합니다. 표토는
DER-10 부록 5에 명시된 반입토의 허용 가능 구성 수준(지하수 보호 포함), DER-10 토양 세분
5.4(e), NYSDEC CP-51 표 1 토양 정화 지침의 제한된 주거용 및 지하수 보충 토양 정화 목적에
표시된 제한된 주거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시료는 New York State NYSDOH 환경 실험실
승인 프로그램(Environmental Laboratory Approval Program, ELAP)에서 인증한 실험실의 현
USEPA 방식에 따라 DER-10 부록 5 및 CP-51 표 1에 나열된 모든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반 휘발성
유기 화합물, 살충제, 폴리염화 비페닐 및 금속에 대해 분석되어야 합니다.
7. 실험실 검사: 계약 업체는 사용하고자 하는 표토의 대표 시료 분석 결과를 명시한 공인된 분석
실험실/화학자의 인증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 업체는 예정된 자재 공급 중 각 공급 건에
대해 사용을 원하는 표토의 대표 시료 중 최소한 하나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모든 시료는
NYC Parks GreenThumb에 제공되고 실험실로 전달되어야 하며 가격 입찰에는 검사 및 실험실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료는 현재 원천 위치에 있는 표토를 대표하고 이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표토의 예상 공급일보다 최소한 십(10) 영업일 전에 NYC

Parks에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실험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NYC Parks가 시료를 승인할 때까지 표토를 공급해서는 안 되지만, 이 승인이 최종 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NYC Parks GreenThumb은 자재가 위에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공급 중 또는 공급 후에 자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법:
공급은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에 있는 NYC Parks GreenThumb 의 유통 센터로 이뤄져야 합니다.

제출:
깨끗한 표토의 화학적 표본 추출 및 검사 결과: 계약 업체는 공급하고자 하는 표토의 현 실험실 화학 검사
자료를 NYC PARKS 에 제공해야 합니다. 시료 자료는 현재 원천 위치에 있는 표토를 대표하고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도록 제시되어야 합니다. 제시된 표토 원천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토양의 실제
원천(채석장, 토취장 등)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NYSDEC 규약에 따라 계약자는 공급된 자재의
250 세제곱야드당 대표 시료 최소한 한 개 이상을 표토 원천 비축분에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계약
업체가 여러 공급 업체에서 조달받는 경우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시료는 해당 토양이 위에
명시된 반입된 돋움용 흙의 요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New York State NYSDOH 환경 실험실
승인 프로그램(ELAP)에서 인증한 실험실에서 허용 가능한 실험실 보고 한도(명시된 규제 비교 기준
이하)를 사용하여 6 NYCRR 375-6.7(d)의 모든 기준에 대해 현 USEPA 방법에 따라 분석되어야 합니다.
모든 토양 시료 채취 및 분석은 DER-10 에 명시된 NYSDEC 토양 조사 시료 채취, 분석 및 품질 보증
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실험실 및 계약 업체는 실험실 시료 자료 보고서, 표준 실험실 품질 관리
데이터 보고서, 위에 명시된 현장별 깨끗한 토양 기준과 시료를 비교한 내용이 포함된 Microsoft Excel
자료를 전자 형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물리적, 농업적 시료 및 검사 결과 : 계약 업체는 자재를 현장에 전달하기 전 승인을 위해 공급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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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표토 5파운드(5lb.)를 담은 자루 두(2) 개를 NYC Parks GreenThumb에 테스트 보고서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시료 자료는 현재 원천 위치에 있는 표토와 공급하고자 하는 표토를 대표해야
합니다. NYC Parks GreenThumb의 지시와 재량에 따라 계약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표토의 대표 시료
분석 결과를 명시한 인증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검사는 럿거스 협력 연구 및 공개
검사(Rutgers Cooperative Research & Extension Testing) 실험실 또는 NYC Parks의 조건 및 평가
부서에서 서면 승인한 실험실에 상당하는 곳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계약 업체가 제출한 날부터 6개월
이전에 수행된 실험실 검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에는 pH, 인, 칼륨, 마그네슘, 유기물 함량(강열
감량법), 용해성 염분 농도 및 토양 조직 분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격 입찰에는 모든 검사 및
실험실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NYC Parks가 시료를 승인할 때까지 현장에 표토를 공급해서는 안 되지만, 이 승인이 최종 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 및 승인: 계약자는 표토 공급 예정일보다 최소한 오(5)영업일 이전에 GreenThumb에 공급
일정을 알려야 합니다. 모든 반입토는 트럭으로 배송되어야 하며 육안 검사 및 추가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시 사항이 없는 한 표토는 특정 토양 시료 채취와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공급
현장에 둘 수 없습니다. NYC Parks GreenThumb은 승인된 시료 및 검사 보고서를 포함한 설계 초기
제출 자료의 허용 조건 한도 내에 속하지 않는 표토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표토가 거부된 경우
표토를 현장에서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개량 후 추가 검사는 계약 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NYC Parks GreenThumb의 공급된 자재의 검사 결과에 따른 결정: NYC Parks 테스트 결과 유기물
함량이 35%에서 40% 사이이며 NYC Parks에서 허용하는 수준에 포함되는 경우, 유기물을 추가하고
비축분과 통합하여 토양의 최소 유기물 함량 요건인 4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업체는 추가
유기물을 통합한 후 유기물 함량이 최소한 40%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유기물이 오십 퍼센트(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NYC Parks 검사 결과 공급된 자재에
유기물이 오십 퍼센트(50%) 초과인 경우 해당 토양은 거부되며 현장에서 제거됩니다. NYC Parks의
테스트 결과 pH 농도가 pH 5.0과 6.0 사이이며 NYC Parks GreenThumb의 지시를 받은 경우, 계약
업체의 비용으로 석회를 추가하여 최소 요건인 pH 6.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 업체는 석회를
추가한 뒤 pH 농도가 6.0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NYC Parks 검사 결과
공급된 자재의 pH 농도가 7.4 초과인 경우 해당 토양은 거부되며 현장에서 제거됩니다.
NYC Parks GreenThumb은 자재가 위에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공급 중 또는
공급 후에 자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 NYC Parks GreenThumb은 공급된 토양이 승인된 제출 자료 및 시료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NYC Parks GreenThumb이 현장에 공급된 표토의
유기물 또는 점토 등의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 여기에 제시된 허용 가능한 조건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검사 결과 허용 가능한 수준임이 확인되기 전까지 토양은 거부됩니다. 계약
업체가 NYC Parks GreenThumb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NYC Parks GreenThumb은 시료를
채취해 계약 업체의 비용으로 추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럿거스 협력 연구 및 공개
검사(Rutgers Cooperative Research & Extension Testing) 실험실 또는 NYC Parks 조건 및 평가
부서에서 서면 승인한 실험실에 상당하는 곳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 결과는 최종 결과로
간주됩니다.
측정 및 비용 납부: 커뮤니티 가든을 위한 표토의 수량(이 항목에 따라 비용 납부)은 엔지니어의 계획, 조건,
지시에 따라 공급된 표토를 트럭에서 측정해 세제곱야드로 표시한 숫자입니다. NYC Parks
GreenThumb에서 지시하기 전에는 어떤 표토도 제공될 수 없습니다.
가격 입찰은 커뮤니티 가든을 위한 표토의 세제곱야드당 단가 기준이며, 계획 및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공급, 검사 등 기타 모든 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장비 비용 일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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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GreenThumb 이벤트 FAQ
GreenThumb 에 알려야 하는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이벤트는 가든 그룹 또는 가든 그룹의 파트너가 가든의 문을 활짝 열고 대중을 초대하는 계획된
행사를 말합니다. 이벤트 관련 정책은 NYC Parks 소유지의 가든에만 적용됩니다. 가든의 부지
전체가 토지 신탁, 기타 시 기관, 또는 사유지에 속한 경우 이벤트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GreenThumb 에서는 이벤트 양식 제출을 환영하며 가든의 이벤트 홍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벤트 예시로는 가든 내 영화 관람의 밤, 음악 이벤트, 예술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이벤트 계획
관련 팁을 얻고 싶다면 아래 주소의 저예산 이벤트 계획 115과 이벤트 계획 및 일정표 양식 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가든 회의 또는 작업일은 공공 이벤트로 간주되지 않으며 GreenThumb 에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민 업무 담당자를 초대해 함께하는 것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작업일 겸 회원 모집 행사를 여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 있는 회원들에게 소매를 걷어붙일 기회를
주고, 가든 내 필수 작업을 완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든 그룹이 작업일을 공공 이벤트로
홍보하고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고자 한다면, 이 이벤트를 GreenThumb 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공 이벤트를 개최한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한다면 저희가 가든의
이벤트 홍보를 돕고 신규 회원 모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작업일에 쓸 수 있는 권리 포기 각서에 대해 묻는 가든 그룹이 많습니다. NYC
Parks 에서는 그룹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 포기 각서를 제공하며 이 양식은 부록
C 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이 권리 포기 각서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일반
대중 방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가든 회원은 위험 발생 가능성 인지 및 "NYC
Parks 관할 가든의 라이선스 및 등록 요건" 장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개방 시간 중에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도 통보해야 합니까?
사람들 집단이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개방 시간에 가든에 들어온다면, 이는 860 만 시민의
도시에서 공공 개방 공간을 관리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친구들 무리가 무작위로
모여 가든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가든에 출입하는 것을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든
그룹에서 방명록 시스템을 갖추어 방문객의 출입 빈도를 기록해두기를 권장합니다(보조금 지원
시 언급하기에 좋은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제출 양식은 얼마나 길며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합니까?
10 분 이상 소요되지 않습니다(10 분 미만 예상). 저희에게 기본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날짜와
시간, 이벤트의 간략한 설명, 담당자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후 연락해야 할 일이 있거나
이벤트 당일 질문이 있거나 원하는 경우 이벤트 홍보를 도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든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주최하는 이벤트인지 제 3 자와 협력한 이벤트인지 통보해야

저예산 이벤트 계획 PDF: https://greenthumb.nycgovparks.org/newspdf/Events%20on%20a%20Shoestring.pdf
이벤트 계획 및 일정표 양식 PDF:
https://greenthumb.nycgovparks.org/newspdf/Event%20Planning%20Handout_Run%20of%20show%20template.pdf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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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이어서 귀하와 가든 그룹이 New York City 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허가가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설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개최하려면 NYC 에서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스피커 사용 허가가 가장 흔합니다(음악, 마이크용 스피커 포함). 이벤트 제출 양식에서 질문에
응답하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 또는 발전기를 사용할 예정입니까(FDNY 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음)?

•

가든 내에 동시에 머무르는 인원이 최대 몇 명쯤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가든에 동시에
머무르는 인원이 200 명 이상이라면 건설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마이크 또는 스피커를 사용할 예정입니까(NYPD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이 이벤트가 모금 행사입니까(각 가든은 모금 행사를 두 번 개최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가든으로 귀속됨)?

•

상업적 영상 또는 사진이 촬영될 예정입니까?

GreenThumb 에서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허가를 하지는 않지만, 그룹이 최초 두 명의 기금
조달자가 아닌 다른 기금 조달자인 경우 GreenThumb 에서 임시 사용 허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 양식에서 이벤트 제출이 완료됐다는 내용의 자동 응답이 전송됩니다. 이벤트 제출을
완료했지만 이 접수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스팸 폴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GreenThumb 직원이 상세 내용을 검토하고 곧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벤트에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은 가든 그룹의 책임입니다.
GreenThumb 에서 이벤트를 승인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정확한 시간을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400 개에 달하는 NYC Parks 소유지 소속
가든 그룹이 제출한 이벤트 개수, 이벤트의 특이 사항, 연중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이벤트가 승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GreenThumb 에서는 이벤트가 거절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예를 들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과도하게 상업적임). 또한 이벤트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GreenThumb 에 제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필수 허가 사항을 GreenThumb 과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벤트에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은 가든 그룹의 책임입니다.
왜 이제 이 절차가 필수입니까?
예전부터 NYC Parks 소유지 소속 가든 그룹은 공공 이벤트를 개최할 때 저희에게 통보해야
했습니다. GreenThumb 에서는 이제 이 절차를 중앙 집중화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커뮤니티 가든이 달성하는 놀라운 참여 작업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공공 개방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 기울이는 귀중한 노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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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시에서 각기 다른 이벤트와 활동에 여러 가지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룹이 간혹 있습니다. New York 정책은 주기적으로 변경되며, 그룹이 자주
요구되는 City 허가를 받는 데 이 온라인 양식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가를 받을 책임은
가든 그룹에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십시오.
왜 이러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New York City 는 그동안 항상 각기 다른 이벤트와 활동에 여러 가지 허가를
요구해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 117 가든 그룹은 언제든 요구되는 허가를 받을
책임이 있으며, NYC Parks GreenThumb 은 가든 그룹이 이 이벤트 제출 양식을 통해 어떤
허가가 흔히 요구되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벤트에서 알콜성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NYC Parks 소유지의 GreenThumb 가든에서 알코올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New York
State 주류국(Liquor Authority)에서 알코올 제공을 허락하는 임시 또는 특별 이벤트 허가를
받더라도 알코올 금지 조항이 없어지거나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해 양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든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서면 양식을 제공하며, (212) 602-5300 번으로 GreenThumb 에 연락하면 유선상으로 이
양식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이벤트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민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특히 이벤트와 세부 내역을 기록한 디지털 사본이 있는
경우 이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17

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1.nyc.gov/site/cecm/permitting/supporting-permitting-agencies.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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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자원봉사자 권리 포기 각서

VOLUNTEER RELEASE AND WAIVER
I,
, am volunteering with the City of New York (“City”) acting by and
through,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Parks & Recreation (“NYC Parks”) and
(the “Garden”). When I am participating in this volunteer project, I agree to:
•
•

Cooperate promptly and fully with all directions of NYC Parks’ personnel and Garden project leaders.
Follow all of NYC Parks’ Rules and Regulations, and all applicable City, State, and Federal laws, rules, and regulations.

I understand:
•

That my failure to behave appropriately may result in being prohibited from further participating in this or other NYC
Parks or Garden volunteer programs.

•

The nature of the activities that I will be involved i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Gardening: activities typically associated with gardening and caring for open spa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preading materials (soil, woodchips, mulch, etc.), planting and removing vegetation, digging holes, watering
vegetation, and carrying and lifting materials;



Site maintenance: activities typically associated with maintaining open spa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reation and
maintenance of paths and walkways, weeding, painting and removing paint, sanding, sweeping and raking debris, and
picking up litter and other materials;



Event planning: activities typically associated with preparing for and hosting ev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oving tables and chairs, setting up supplies, participating in group activities, walking around gardens;



Construction activities: building and/or assembling basic structur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icnic tables, benches,
rainwater harvesting systems, gazebos, garden beds, and shade structures; and



Use of tools and equipment: use of tools and equip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hovels, rakes, hoes, power drills,
pruners, hammers and other hand tools, carts, wheelbarrows, and other tools and equipment typically used to maintain
gardens and open spaces.

I represent that I am physically fit and do not have a medical condition that would restrict me from participating in these types
of strenuous physical activities. I acknowledge that there are risks associated with physical activities of this nature, including the
risks of serious bodily injury and death, and I hereby assume all dangers and risks associated therewith.
I understand that:
I am responsible for my own behavior and agree that I will only perform tasks that I feel comfortable and safe doing, and that I
am medically and physically capable of doing.
It is my responsibility to safely travel to and from the volunteer site. I shall not hold NYC Parks or the Garden responsible for
any injury I might sustain because of my travel to and from the volunteer site. In the event that a NYC Parks’ vehicle transports
me to or through the volunteer site, I agree to wear my seatbelt and follow all recommended safety precautions.
The City and the Garden will not cover any medical expenses due to injury received through my participation in this volunteer
project. In partial consideration of my acceptance as a participant in this volunteer project, I hereby agree to waive all claims I
have or may have against the City and/or the Garden in relation to volunteer projects. I agree to release and hold harmless the
City and the Garden, along with their respective employees, agents, affiliates, sponsors or other representatives, from any and all
claims for any and all expenses, personal injury, loss, or damages incurred during or in connection to my participating inthis
volunteer project.
I represent that I am at least 18 years of age and understand the terms of this waiver.
Volunteer Signature:

Date:

Volunteer Name (print):
Address:
Phone:
Emergency Contact:

Email: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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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닭 사육 신청서 양식
가든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든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
닭을 키우고자 하는 이유:

그룹에서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투표 등)?

닭이 아플 때 포함해 닭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예정입니까? 예시로는 격리 또는 임시 공간 설정, 수의사
연락 등이 있습니다.

닭 구입비를 포함한 닭 사육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예정입니까?

어느 가든 회원이 닭을 돌볼 예정입니까? 이름을 나열하고 해당 회원이 닭을 키운 경험이 있는지
기술하십시오. 주요 닭 사육자는 닭을 기른 경험이 있거나 닭 관리 훈련 또는 견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닭장의 수치를 나타낸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시고 가든에서 키우고자 하는 닭의 예상
마릿수를 알려주십시오.

가든 내 닭장을 설치하려는 장소에 도면, 지도, 사진을 부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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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가든 연못 설치 신청서 양식
가든 이름:______________________
가든 주소: ____________________

그룹에서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투표 등)?

이 연못의 설치 계획 및 목적은 무엇입니까? 연못에 식물 또는 야생 생물, 예컨대 물고기등이 포함됩니까?

가든 그룹에서 연못 관리 비용은 어떻게 부담합니까?

어느 가든 회원이 연못을 돌볼 예정입니까?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암모니아/질산 수준 모니터링, 폐기물 청소, 펌프 관리, 모기 및 녹조 모니터링,
문제 해결 등 지속적인 관리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연못의 수치를 포함한 도면(울타리, 식재, 표지판 포함).
2. 연못을 짓기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자재 목록(바닥 깔개, 펌프 시스템 등)
3. 가든 내 연못을 설치하려는 장소에 도면, 지도, 사진을 부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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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중개업자 증명서 양식
CITY OF NEW YORK
보험 중개인 또는 대리인 증명
아래 서명한 보험 중개인 또는 대리인은 아래 나열된 보험 증권 번호와 관련하여 첨부된
보험 증서가 모든 측면에서 틀림없음을 City of New York에 진술합니다.
보험 증권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개인 또는 대리인 이름(정자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개인 또는 대리인 주소(정자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개인 또는 대리인 이메일 주소(정자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개인 또는 대리인 휴대폰 번호/팩스 번호(정자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 공무원,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 공무원,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직함(정자체)]

주 ……………………….)
) ss.:
카운티 …………………….)
20___년 _____월 _____일 본인 입회하에 상기 내용 선서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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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무차량 서신 양식
[날짜]

[이름]
[주소]

본인 [개인의 이름]은/는 [가든/회사/조직]의 [직함]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이벤트 날짜]에 [이벤트
장소]에서 열리는 [이벤트 이름] 이벤트와 관련해 [가든/회사/조직] 혹은 공급 업체는 차량을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벤트 운영과 관련해 [가든/회사/조직]이/가 [가든/회사/조직]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가든/회사/조직]이/가 Parks 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TUA 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차량의 업무용 자동차 책임 보험 증명서를 Parks 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서명]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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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Animals
Chickens, 41
COVID-19, 3, 13, 15, 83, 88
Department of Sanitation, 16
DSNY. 보기 위생부
elected officials, 70
GrowTogether 총회, 13, 59, 64
GrowTogether 총회(GrowTogether conference),
5
MOA. 보기 계약 이행 각서
Open Garden Day NYC, 13
Permits, 57
Workshops, 79
Youth, 89
가든 개방일 NYC, 13
가든 개방일 NYC(Open Garden Day NYC), 5
가든 내 예술 작품, 67
가로수, 36
가지치기, 8, 35, 36, 37
가축, 38
갈등, 86
개 방 시간, 55
개방 시간, 7, 17, 19, 79, 80, 85, 88
건물. 보기 구조
겨울 관리, 51
눈, 51, 52
제설, 19, 20
겨울 유지 보수
제설용, 12
겨울 유지관리
눈, 18
계약 업체, 82
계약 이행 각서, 8, 23
계약자, 25
공공 시설, 29
공원 집행 경관, 9, 82, 85
구조물은, 29
기금 모금, 14, 56
기부, 57
기부, 56
기부, 59
기부, 59
보조금, 5, 59, 60, 70
부여, 17
수령, 7
승인, 8

판매, 56, 60
회비, 59, 76
기금모금, 60
긴급 상황, 74, 82
나무, 5, 21, 31, 35, 36, 37, 48
가지치기, 35, 37
기존 나무 제거, 35
새 나무 심기, 35
노숙, 82, 85
대민 업무 담당자의 연례 가든 방문, 21
동물, 22, 38, 47
개, 38, 46, 53
거북이, 45, 52
거위, 38, 41
고양이, 39, 50
닭, 39, 41, 97
라쿤, 48
매, 48
메추라기, 41
물고기, 45, 46, 52, 53, 54
물고기, 98
벌 및 양봉, 41
비둘기, 41
사슴, 48
수탉, 40, 41
안내 동물, 47
안내 동물, 47
안내 동물, 47
안내 동물, 79
앵무새, 41
야생 생물, 9, 38, 46, 48, 53, 98
야생생물, 54
오리, 41, 48
쥐, 18, 48, 49, 50, 81
청설모, 48, 50
칠면조, 38, 40
칠면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0
토끼, 45
등록, 16, 17, 23, 44, 74
등록 이후에 만료된 경우에 한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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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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