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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 남부 해안 하구 보존 지역(LONG ISLAND SOUTH SHORE 

ESTUARY RESERVE)의 수질 개선 및 복원 프로젝트에 지원 가능한 800,000달러  

규모 기금 발표 

 

지자체는 수질 개선 프로젝트에 50,000달러까지 지원 받는 것이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남부 해안 하구 보존 지역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 

(South Shore Estuary Reserve Local Assistance Grants Program)을 통해 800,000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이 보존 지역의 종합 관리 

계획을 발전시키는 활동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계획에는 수질 개선, 서식지 복원, 

공동체 회복성 및 보존 지역의 공공 이용 및 향유 향상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천연 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롱아일랜드와 

우리 주 전체의 미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남부 해안 하구 보존 지역(South 

Shore Estuary Reserve)이 향후 수십 년간 롱아일랜드 지역사회를 위한 관광 자원이자 

경제 활성화 자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 보조금을 지자체들이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보존 지역 내 지자체는 최대 50,000달러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지원금에는 

지역 매칭 펀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는 롱아일랜드 남부 해안 하구 보존 

지역(Long Island South Shore Estuary Reserve) 종합 관리 계획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서는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반드시 2017년 5월 3일까지 작성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93년에 지정된 이 보존 지역은 롱아일랜드 남부 해안 하구 보존 지역법(Long Island 

South Shore Estuary Reserve Act)에 의해 국무부(Department of State)가 관리합니다. 

이 법안은 롱아일랜드의 남부 해안 만(Long Island's South Shore bays)과 고지대 지역의 

배수 관리를 촉구합니다. 보존 지역을 위한 기금은 뉴욕주 환경보호기금(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을 통해 조달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남부 해안 

하구 보존 지역 위원회(Long Island South Shore Estuary Reserve Council)는 이 법안에 

http://www.dos.ny.gov/opd/programs/pdfs/SSERCMP.pdf
http://www.dos.ny.gov/funding/


의해 설립되었으며, 레크리에이션, 비즈니스, 학계, 환경 및 시민 회원 및 타운, 마을, 

카운티, 롱비치 시(City of Long Beach)의 대표자 2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에는 15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해변, 선착장, 공원 및 자연 보호 

구역을 포함한 수많은 관광 자산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민과 여행객들이 수영, 보트 

타기, 낚시, 하이킹, 및 야생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롱아일랜드의 성장 중인 관광, 해산물 및 레크리에이션 산업을 지원합니다. 이 기금은 

지역의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롱아일랜드 전역의 지자체에 양질의 물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뉴욕 국무장관 Rossana Rosad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은 뉴욕주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어젠다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훌륭한 경제 성장을 이룬 번영하는 

커뮤니티야 말로 우리가 남부 해안 하구 보존 지역(South Shore Estuary Reserve)을 

보호하려는 이유입니다. 향후 수십 년간 성장 및 보존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 커미셔너(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부 해안 하구(South Shore 

Estuary)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뉴욕과 롱아일랜드 지역의 환경 및 경제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기금은 Cuomo 주지사님의 롱아일랜드 니트로젠 액션 플랜(Long 

Island Nitrogen Action Plan)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 활동을 보완하면서, 이 놀라운 

자원의 회복성과 생산성을 증진할 프로젝트에 중요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 제안을 

발전시키고 꼭 필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한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환경을 위한 시민 캠페인(Citizens Campaign for the Environment) 상무이사 Adrienne 

Esposit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지속적으로 수질 개선을 최우선 사항으로 둘 

것입니다. 이번 중요 지원금 프로그램으로 남부 해안 하구 보존 지역(South Shore 

Estuary Reserve)을 보호 및 복원하기 위한 지역 수질 개선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것입니다. 빗물 오염 제거, 생물 추출 실험, 빗물 정원 건설 및 투수성 반응벽을 설치는 이 

토양 프로젝트들에 있어 중요한 작업이며, 지자체들이 결과를 신속히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수질에 대한 투자는 우리 커뮤니티, 해양 문화 및 삶의 방식에 대한 투자입니다.” 

 

Operation SPLASH (Stop Polluting, Littering and Save Harbors) 의장/남부 해안 

하구 보존 지역(South Shore Estuary Reserve)의 시민 자문 위원회(Citizens Advisory 

Committee) 부의장인 Rob Welt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부 해안 하구 보존 

지역(South Shore Estuary Reserve)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해 온 그룹으로서, 우리 

Operation SPLASH는 보존 지역 내 커뮤니티에 수여될 이 필수 지원금을 목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지원금은 롱아일랜드 남부 해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여러 중요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뉴욕 자연 보호 협회 수석 보전 및 대외 담당관(Chief Conservation and External 

Affairs Officer for The Nature Conservancy in New York) Stuart F. Grusk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 보호 협회(The Nature Conservancy)는 환경보호기금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을 통해 롱아일랜드 남부 해안 하구 보존 지역(Long 

Island South Shore Estuary Reserve)과 그 유역의 상태를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데 

노력하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국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에 

감사드립니다. 환경 보존에 대한 투자는 수질 보호, 기후 변화에 대한 커뮤니티의 회복성 

구축및 건강한 생물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남부 해안 

하구(South Shore Estuary)는 지역 경제의 기반이며 자연 및 문화 유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커뮤니티에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호 지역 기금은 뉴욕주 환경보호기금(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고체 폐기물,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공공 용지의 넓은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16년, Cuomo 주지사가 제안하였고, 의회는 폐수 

처리 설비와 지자체 공원을 개선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취득, 농지 보호, 

워터프론트 활성화, 지자체 재활용 활동, 지방 정부 지원에 자원을 제공하는 EPF에 3억 

달러의 지원금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금은 뉴욕주 전역의 주립공원과 수백만 에이커의 공용 토지를 포함한 공공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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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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