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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MOHAWK VALLEY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CLEANER, GREENER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지원지원지원지원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위한위한위한위한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출범출범출범출범 

 

 

스마트스마트스마트스마트 성장성장성장성장,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효율효율효율효율 개선개선개선개선, 녹색녹색녹색녹색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및및및및 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 감축감축감축감축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실행하기실행하기실행하기실행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제제제제 1차분차분차분차분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30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최근 Mohawk Valley 지역 경제개발협의회가 승인한 계획을 

포함하여 지역 지속가능성 계획의 실행을 위한 제 1차분 교부금 3000만 달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들은 스마트 성장 계획과 지속가능성에 투자하기 위한 주요 전주 이니셔티브인 주지사의 

1억 달러 예산 클리너 그리너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의거 개발된 것입니다.  

 

“이 제 1차분 교부금으로 각 지역의 지속가능성 계획이 실천될 것 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Cleaner, Greener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주 전역의 지역들은 자신의 자산을 

토대로 상향식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주민들을 위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니즈를 

식별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공해를 줄이는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우리의 

청정 에너지 경제를 가속화하고 모든 뉴요커들을 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Mohawk Valley 지역 Cleaner, Greener 커뮤니티 지속가능성 계획은 지역의 중요 자연자원의 보존, 

보호 및 보충과 균형된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를 창조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수 

십명의 지자체 리더와 단체들로 이루어진 컨소시움이 계획을 작성하였는데, 그들은 소규모에서 

성공이 입증된 25가지 특정 프로젝트 타입의 구현을 통해 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까지 40% 줄여 1990년 수준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조치들은 교육, 

효율 및 경제에 초점을 맞춘 세 가지 테마 분야로 나뉘는데, 지역의 경제 활동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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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awk Valley 지역지역지역지역 계획계획계획계획 통계통계통계통계:  

• Mohawk Valley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대부분이 재생 가능한 소스에서 나오지만(98%). 

소비되는 전기의 대부분은 뉴욕주의 다른 지역에서 가져옵니다(86%). 

• Mohawk Valley 지역에서 가정 난방용 화석 연료는 인당 6600만 BTU를 소모하여 

뉴욕주의 평균 사용량인 인당 5700만 BTU를 훨씬 넘습니다. 

• 풍부한 자연 자원은 중요한 관광 명소인데, Oneida 카운티만 해도 방문객 지출이 11억 

달러이고 관련 일자리가 16,000여 개나 됩니다.  

Mohawk Valley 지역지역지역지역 계획계획계획계획 하이라이트하이라이트하이라이트하이라이트:  

• 교육교육교육교육 권고권고권고권고: 기관과 기업을 위한 소규모 퇴비화 설비의 개발을 진흥하고, 인센티브 

제공하며 기술 지원을 제공. 그러면 지역의 폐기물 스트림에서 발생하는 유기 물질의 

20%가 줄고 년 3,800 미터톤의 CO2 환산량이 제거될 것입니다. 

• 효율효율효율효율 권고권고권고권고: 낮은 수원의 작은 수력 설비 개발. Mohawk Valley 지역의 시들과 빌리지들은 

거의 모두 계곡에 있기 때문에 수원이 언덕 위 수 백 피트에 위치합니다. 이 조치로 

수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대 50%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제경제경제경제 권고권고권고권고: 주택 재고의 재개발 및 재투자를 위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주택 소유를 

진작시키기 위한 건물 재고 조사 실시. 이 지역에는 버려지거나 활용도가 낮은 산업용 및 

상업용 건물의 재고가 많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재사용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채무가 

자산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완전한 Mohawk Valley 지역 지속가능성 계획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http://www.sustainablemohawkvalley.com. 

 

Cleaner, Greener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이 계획은 다음 주제 분야를 다룹니다: 에너지, 

교통, 토지 사용 및 살 만한 커뮤니티, 폐기물 관리, 수질 관리, 경제 개발 및 농업/임업. 그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계획 컨소시움은 온실가스(GHG) 배출량 연구를 실시하여 현재 GHG 배출량을 

계산하고 지속가능성 계획 실행으로 인한 GHG 감축 예상량을 계산하였습니다.  

 

“Cuomo 지사의 Cleaner, Greener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Mohawk Valley 지역은 커뮤니티들의 

경제 발전과 환경적 안녕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지역 경제개발과 

통합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 더 큰 기회와 더 좋은 삶의 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NYSERDA의 청장 겸 CEO인 Francis J. Murray Jr.가 말했습니다. 

 

Mohawk Valley 지역 지속가능성 계획의 개발에는 지역의 6개 카운티 모두의 컨소시움 멤버 25명, 

실무그룹의 전문가 150명과 공공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자 200명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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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awk Valley 지역 동맹은 Otsego 카운티, Schoharie 카운티, Fulton 카운티, Montgomery 카운티, 

Herkimer 카운티, Oneida 카운티, Oneonta시 환경위원회, Leatherstocking Corporation 및 Clark 

Foundation, Cooperstown 빌리지, Schoharie 카운티 기획개발국, Fulton 카운티 기획개발국, Fulton 

카운티 토양수질보존지구, Fulton Montgomery 커뮤니티 칼리지, Orion Management Co. Inc., Otsego 

카운티 토양수질보존지구, Utica시 - 산업개발국, Utica시 - 경제개발기획국, Rome시 - 커뮤니티 

경제개발과, Rome시 - 커뮤니티 개발 기획과, Keep Mohawk Valley Beautiful로 구성되었습니다. 

Otsego 카운티 기획과가 이 지역을 위한 계획 절차를 주도하였습니다.  

 

지역 경제개발협의회(REDC)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전역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Cuomo 지사의 노력에서 핵심 부분입니다. 2011년에 Cuomo 지사는 10개의 REDC를 

창설하였는데, 이들은 그들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협의회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서 비즈니스, 학계, 지역 정부 및 비정부 단체 출신의 지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두 차례의 경쟁 교부금의 결과로 주정부는 1,450여 건의 

지역적으로 중요한 경제 개발 및 커뮤니티 재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의회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regionalcouncils.ny.gov. 

 

Cleaner, Greener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위한 교부금은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를 통합니다. 통합 

기금 신청을 통한 교부금 제안서 제출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여 본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nyserda.ny.gov/Cleaner-Greener.  

 

Mohawk Valley 지역 지속가능성 성장 계획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는 Otsego 카운티 

기획고체폐기물과의 기획 담당 디렉터인 Karen Sullivan에게 (607) 547-4225, 

sullivank@otsegocounty.com으로 문의하십시오. 

 

Gilroy, Kernan & Gilroy, Inc.의 사장이자 Mohawk Valley REDC의 공동의장인 Larry Gilro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MVREDC의 전략 계획을 보완하는 우리의 지속가능성 계획으로 Mohawk Valley 

지역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기찬 지역으로서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획은 교육, 효율 및 경제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 위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스마트 성장을 

진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 청사진에 기여하신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SUNYIT의 학장이자 Mohawk Valley REDC의 공동의장인 Bjong Wolf Yeig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장과 우리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조화시킬 더욱 깨끗하고 더욱 푸른 

Mohawk Valley를 향한 큰 걸음입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과 Mohawk Valley REDC 및 우리 

지역의 모든 커뮤니티의 지속적 노고 덕분에 이제 우리는 에너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Oneonta 시장인 Richard P. Miller J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에 관련된 

이슈를 놓고 열심히 일했다고 느끼지만 지역 기획 노력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인근 정부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에 추가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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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awk Valley EDGE의 사장인 Steve DiMe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역 협의회 전략과 딱 

들어맞는 지속가능성 계획의 작성으로 영리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리 지역에서 조율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Genesis Group의 집행이사 Raymond J. Durso, J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Mohawk Valley는는는는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협력할협력할협력할협력할 때때때때 훨씬훨씬훨씬훨씬 더더더더 강한강한강한강한 지역이지역이지역이지역이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이이이이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지속가능성지속가능성지속가능성지속가능성 계획은계획은계획은계획은 우리우리우리우리 주민들을주민들을주민들을주민들을 위해위해위해위해 

긍정적긍정적긍정적긍정적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계속계속계속계속 창조할창조할창조할창조할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 더더더더 많이많이많이많이 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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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