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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4월 24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관광관광관광관광 및및및및 일반인일반인일반인일반인 출입을출입을출입을출입을 장려하기장려하기장려하기장려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토지신탁에토지신탁에토지신탁에토지신탁에 14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환경보존환경보존환경보존환경보존 지원금지원금지원금지원금 

제공을제공을제공을제공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이이이이 지원금과지원금과지원금과지원금과 더불어더불어더불어더불어 추가로추가로추가로추가로 11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민간민간민간민간 성금과성금과성금과성금과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지원금이지원금이지원금이지원금이 제공된다제공된다제공된다제공된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50개 비영리 토지신탁에게 140만 달러의 

환경보존 파트너십 프로그램(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보존부(DEC)와 토지신탁연합(Land Trust Alliance)의 대표들은 오늘 1주일에 

걸친 지구의날(Earth Day) 축하 행사의 일환으로 Albany 카운티에 소재한 Indian Ladder Farms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원 대상을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보호기금(EPF)를 통해 지원되는 이 지원금은 

110만 달러에 이르는 민간 기금 및 현지 기금과 연계하여 지원될 예정이며, 농지 보호, 일반인 출입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 증대 및 공공용지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토지신탁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영향을 주고, 민관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후손들을 위해 우리 

뉴욕주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뉴욕은 환경보호기금을 활용하여 많은 환경 및 

공공용지 프로그램에 중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수익 및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뉴욕을 가꿔나갈 것입니다.” 

 

“토지신탁과의 DEC의 파트너십은 우리의 환경보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증대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Joe 

Martens 환경보존부 커미셔너가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환경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 향상에 대한 그의 책무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공된 환경보호기금에 

대한 예산은 9백만 달러로, 뉴욕주에서 토지신탁 활동이 소중한 토지를 후손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DEC가 관리하는 환경보존 파트너십 프로그램(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 지원금은 지역 

토지신탁이 커뮤니티와 토지소유주 봉사활동 사업을 지속 및 확대하고 다수의 보존,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지방정부 및 주정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주요 농지 보호를 위한 현지 지원 활동을 발전시키면서 지역경제개발 목표를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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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접근과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늘리며, 뉴욕주의 공공용지 보존 계획 및 주 야생동물 

실행계획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된 민간 토지를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토지신탁은 또한 이 지원 

기금을 인가 준비에 사용하고, 뉴욕 토지신탁 활동을 미국의 엄격한 조직 우수성 기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사업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주시고 올해 주 예산에 EPF를 증대해주신 Cuomo 주지사, Martens 

커미셔너 및 뉴욕주 입법부에게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EPF와 환경보존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공중보건, 현지 커뮤니티 및 뉴욕 경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큰 이득을 주는 비용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임을 몇 번이고 확인하였습니다.”  

 

“환경보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우리의 현지 커뮤니티에서 토지신탁을 지원하여 뉴욕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라고 토지신탁연합 뉴욕자문위원회 의장 겸 Scenic Hudson의 

토지보존국장인 Seth McKee가 말했습니다. “토지 보존과 농지 보호를 위한 뉴욕주 기금과 함께 이 

프로그램은 뉴욕의 자연 유산과 농지를 보호 및 관리하고, 트레일 루트와 수렵 또는 낚시 금지 구역 

및 커뮤니티 가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 야외 레크리에이션, 농사 및 임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뉴욕주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의 공공용지 보존 

계획 목표를 하나로 통일하고 지방자치정부의 필요성과 바램에 부응하며 민간 토지소유주와 

토지신탁으로 하여금 그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EPF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상원 환경보존위원회 의장인 Mark Grisanti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EPF에 추가로 

900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지신탁연합과 같은 환경관리 활동을 

지원하려면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 환경보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농지를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Cecilia Tkaczyk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지신탁은 뉴욕주에 자리한 공공용지, 풍치지구, 

습지 및 역사유적지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 환경에 좋은 일이지만, 우리 

경제에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욕의 역사, 천혜의 아름다움, 레크리에이션 유명시설이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기 때문입니다.” 

 

주의회 환경보존위원회 의장인 Robert Sweeney 주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입법부의 제 

동료들과 저는 올해 주 예산에서 EPF 기금을 증액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EPF는 이처럼 

꼭 필요한 토지신탁 지원금을 포함해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토지신탁은 

우리 커뮤니티 내 공공용지 보호와 보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지신탁이 롱아일랜드와 

뉴욕주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Catherine Fahy 주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지신탁은 모든 … 토지소유주, 현지 커뮤니티,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되는 민관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멋진 사례로 관광과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신장시켜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환경 보호 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토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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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뉴욕주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데 전향적인 사고를 보여준 분으로 칭송 받아 

마땅합니다.” 

 

“공공용지와 우리의 환경을 보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Albany 카운티 장인 Daniel P. McCoy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Albany 카운티를 

뉴욕주에서 가장 푸르른 카운티로 만드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파트너 

활동을 하겠다는 주 행정부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지원금 규모는 2,450 달러에서 - 75,000 달러에 이릅니다. 이 지원금을 받은 50개의 토지신탁으로는 

Mohawk Hudson Land Conservancy, Agricultural Stewardship Association, North Shore Land Alliance, 

Hudson Highlands Land Trust, Columbia Land Conservancy, Saratoga PLAN, Otsego Land Trust, Lake 

George Land Conservancy, Tug Hill Tomorrow Land Trust, Genesee Land Trust, Western New York Land 

Conservancy, Ducks Unlimited, Open Space Institute가 있습니다.  

 

이번의이번의이번의이번의 지원금지원금지원금지원금 내역과내역과내역과내역과 지원지원지원지원 대상대상대상대상 목록에목록에목록에목록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요약을요약을요약을요약을 보려면보려면보려면보려면 여기여기여기여기를를를를 클릭하십시오클릭하십시오클릭하십시오클릭하십시오.  

 

EPF에서 지원하는 기금은 뉴욕시 Manhattan, Bronx 및 Brooklyn-Queens Land Trusts와 Kingston Land 

Trust, Grassroots Gardens of Buffalo가 관리하는 도시 트레일과 커뮤니티 가든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140만 달러를 지원 받은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Western New York /Finger Lakes/Southern Tier: 9개 지원금 총 145,800 달러 

• Central New York/Mohawk Valley: 2개 지원금 총 78,050 달러  

• Northern New York/Adirondacks: 11개 지원금 총 307,700 달러  

• Capital Region: 14개 지원금 총 349,650 달러  

• Hudson Valley: 22개 지원금 총 425,300 달러  

• New York City: 3개 지원금 총 81,000 달러  

• Long Island: 1개 지원금 총 30,000 달러 

 

이 프로그램이 2002년에 도입된 이후로 환경보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570여건의 총 950만 

달러의 EPF 기금을 뉴욕주의 85개 토지신탁 기관에 지원하였습니다. 주정부 투자는 현지 

커뮤니티와 개인 기부자가 지원한 1,100만여 달러의 추가 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토지신탁연합은 DEC와의 공조로 환경보존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토지 보존 및 공공용지에 대한 뉴욕의 투자가 어떻게 재산 가치를 증대하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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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지원하며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해주고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는 지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EPF 지원금은 뉴욕주에서 가장 생산적인 농지를 보존하는 일을 돕고 트레일과 기타 

유명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대한 출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Hudson Valley 지역의 8억 달러 규모의 

농업 부문과 430만 달러의 관광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한 지역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OIA(Outdoor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뉴욕주의 야외 레크리에이션은 뉴욕주에서 

305,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임금 및 세금 수입으로 150억 달러를 창출하였다고 합니다.  

 

TPL(Trust for Public Land)이 실시한 2011년도 조사에 따르면 뉴욕의 환경보호기금의 투자금 1달러 

당 관광으로 인한 총 경제 수익으로 7달러를 창출했고 정부 비용 및 보건 비용을 절감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년년년 지원금지원금지원금지원금 수령수령수령수령 대상대상대상대상 지도지도지도지도 및및및및 목록은목록은목록은목록은 여기여기여기여기에서에서에서에서 확인할확인할확인할확인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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