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환경보호기금(EPF)이 삼 년째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발표  

  

프로그램의 25년 역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역사적인 3억 달러의 기금 규모를 유지하는 

2019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9 Budget)  

  

책정액에는 고체 폐기물 프로그램에 대한 3,900만 달러, 공원 및 여가 업무에 대한 

8,600만 달러, 오픈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1억 5,400만 달러, 그리고 기후 변화 

경감 및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2,1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에 대한 역사적인 기금 규모를 계속 유지하면서 3년 연속으로 기록적인 투자를 

우선 순위에 따라 집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9 

Budget)에서, 이 기금은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25년 역사에서 

가장 높은 기금 수준인 3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덕분에, 뉴욕은 국가적인 환경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고, 주정부의 수자원, 공기, 천연 

자원 등을 보호하며, 환경 기금의 경제적 수익을 지역사회들이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필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환경 자원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보물 중 

하나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인 투자로 깨끗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을 

촉진하며 기후 변화의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기금(EPF) 25 주년을 기념하는 

시기에 연방 정부는 환경 기금 삭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뉴욕의 

풍요로운 보전의 역사와 그것을 지켜온 저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993년에 설립된 이후, 환경보호기금(EPF)은 미래 세대를 위해 뉴욕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지자체 재활용 프로그램(municipal recycling programs), 공원 및 여가 업무에 8,600만 



달러, 공공 녹지공간 프로그램(open space programs)에 1억 5,400만 달러,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프로그램(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programs)에 2,1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투자를 포함하여 고체 폐기물 프로그램(solid waste programs)에 대한 

3,90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특히 예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주정부 토지 관리업무(State Lands Stewardship) 예산이 400만 달러 증액되어 

총액 3,4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주립 공원을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천연자원 보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주정부의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역 협력 기관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기금은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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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RHP) 및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사회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 정의 보조금(Environmental Justice grants)에 대한 투자금 800만 달러는 

환경 위협을 줄이고 “커넥트 키즈(Connect Kids)”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을 

뉴욕주의 야외 활동으로 인도합니다.  

•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PRHP)이 운영하고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에 

필요한 자본 보조금을 제공하는 지역 공원/문화재 보존 보조금 프로그램(Local 

Parks/Historic Preservation Grant Program)에 2,000만 달러 규모의 기금 제공.  

• 뉴욕주 해안 자원 복구에 1,860만 달러를 투자하고, 해로운 조류 확산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대양 및 오대호 기금(Ocean and Great Lakes 

funding) 300만 달러 증액.  

• 중요한 홍수 복원력 평가를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홍수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뉴욕 복원 프로그램(Resilient New York program)을 위한 새로운 

기금. 

•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PRHP)이 운영하고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에 

필요한 자본 보조금을 제공하는 지역 공원/문화재 보존 보조금 프로그램(Local 

Parks/Historic Preservation Grant Program)을 위한 2,000만 달러.  

• 뉴욕주 전 지역에서 침입종의 위협에 대처하는 대책을 지속하기 위한 1,330만 

달러.  

• 삼 년 째 지속되고 있는 원치 않는 의약품의 수거 및 폐기 지원 기금.  

  

이 3억 달러 규모의 기금 수준은 2011년 취임 당시 주지사가 인계 받은 

환경보호기금(EPF) 1억 3,400만 달러의 두 배에 달합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보호기금(EPF)에 투자된 1 달러는 7 달러의 경제 이익 효과로 돌아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환경 보호 프로그램과 기금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이 시기에, Cuomo 주지사님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우리의 공기, 물, 

중요한 천연자원을 개선하기 위한 싸움에서 뉴욕을 국가적인 리더로 만들어왔습니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경제 회복에 대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주지사님은 우리 

주에서 모든 종류의 수천 가지 직업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공기의 질을 보호하고, 

수자원을 복원하며, 공공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재활용 프로그램을 홍보 및 개선하여 

우리의 농지를 보호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침입종의 번식과 재생을 방지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올바르게 집행해왔습니다. 우리가 

환경보호기금(EPF) 설립 25 주년을 기념하는 와중에, Cuomo 주지사님의 역사적인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우리가 누릴 축복받을 만한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보호기금(EPF)의 자금은 우리의 공원 시스템 내에서 보호되고 있는 자연 및 

문화적인 보물들을 보호하고 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립 공원의 

업무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매우 중요한 기금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의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기금은 뉴욕주의 자연 및 문화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1993년에 조성된 환경보호기금(EPF)은 고체 폐기물, 공원과 오락장소 및 공공공지의 

넓은 영역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기금입니다. 환경보호기금(EPF)은 토지 취득, 

농지 보호, 워터프론트 활성화, 도시 재건, 폐수 처리 설비 및 도시 공원을 개선하는 지방 

정부 지원에 자금을 조달합니다. 많은 환경보호기금(EPF) 투자 프로그램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시당국 협력업체에게 유익을 끼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환경보호기금(EPF)은 또한 뉴욕주 전역의 주립공원과 수백만 에이커 면적의 공용 

토지를 포함한 공공 부지의 관리도 지원합니다. 자원봉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뉴욕주 

당국은 산책로 및 토지를 관리하고,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야생 동물 서식지를 보존하고, 

공원 및 캠프장 개선을 위한 주요 자본을 쏟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보존을 

교육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임 자금을 사용합니다.  

 

 2011년 이후 주정부 환경보호기금(EPF):  

 

연도  주정부 환경보호기금(EPF) 할당액  

2012 회계연도(Fiscal Year 2012)  1억 3,400만 달러  

2013 회계연도(Fiscal Year 2013)  1억 3,400만 달러  

2014 회계연도(Fiscal Year 2014)  1억 5,300만 달러  

2015 회계연도(Fiscal Year 2015)  1억 6,200만 달러  

2016 회계연도(Fiscal Year 2016)  1억 7,700만 달러  

2017 회계연도(Fiscal Year 2017)  3억 달러  

2018 회계연도(Fiscal Year 2018)  3억 달러  

2019 회계연도(Fiscal Year 2019)  3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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