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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청정 에너지 인프라, 기후 복원력 및 보존에 대한 2023년 회계연도 

투자 계획안 발표   

   

올가을 총 42억 달러의 청정수, 깨끗한 공기, 그리고 녹색 일자리 환경채권법을 위해 

12억 달러 추가    

   

주의 해상 풍력 공급망 및 항만 인프라에 5억 달러 투자   

  

뉴욕, 전국 최초로 전기 스쿨 버스 요건 설정  

   

기후 변화 복원력을 지원하고 환경 보호 노력을 촉진하고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늘리기 

위해 환경 보호 기금으로 4억 달러 기록   

   

뉴욕 플래그십 파크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혁신하기 위해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사무국에 2억 5,000만 달러 투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3년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한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와 

환경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더 밝고 친환경적인 

미래를 가져다 주기 위해 재생 에너지와 환경 보호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청정에너지 대안과 녹색 인프라 추구에 대한 전례 없는 약속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후 목표를 앞당길 것입니다. Stewart-Cousins 다수당 원내대표와 

Heastie 의장의 도움 덕분에, 이 주정부 예산은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국가 리더로서 

뉴욕의 입지를 공고히 합니다."  

   

청정수, 깨끗한 공기, 녹색 일자리 환경 채권법  

   

제정 예산은 획기적인 청정수, 청정 공기 및 녹색 일자리 환경 채권법을 위한 추가적인 

12억 달러, 총 42억 달러를 승인합니다. 올해 말에 유권자들에 의해 채택될 이 역사적인 

이니셔티브는 뉴욕이 마실 안전한 물을 제공하고, 중요한 물 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중요한 환경 서식지를 복구하고, 홍수 위험을 줄이고, 우리의 야외 공간과 지역 농장을 

보존하고,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대기 오염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심각한 기상 이벤트와 홍수에 대한 

기후로 인한 증가를 견딜 수 있는 뉴욕 지역 사회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채권법은 

또한 청정 친환경 학교(Clean Green Schools) 이니셔티브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소외 지역사회의 공립 학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환경 이니셔티브  

   

청정수, 깨끗한 공기, 그리고 녹색 직업 환경 채권법 외에도, 주정부 예산은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고, 우리의 수원을 보호하고, 

보존 노력을 증진하고 뉴욕 시민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억 

달러의 기록적인 환경 보호 기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5억 달러의 청정수 인프라 자금 

지원이 포함되어 2017년 이후 주정부의 총 청정수 투자액이 4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환경보호부의 자금은 1,50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금 증가는 뉴욕 

시민들과 자연을 연결하는 어드벤처 뉴욕(Adventure N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 땅을 

개선하고, 야영장을 복구하고, 휴양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자본의 필요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금으로 댐, 습지 복원, 주정부 토지, 물고기 부화장 등을 

포함한 뉴욕주 인프라의 견고함과 안전을 위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정 

예산에는 국영 콩클링빌 댐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2,000만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 습지 보호에 대한 주지사의 약속과 일관되게, 주정부 예산에는 주의 습지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필수적인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보호되지 않은 습지 

서식지의 약 백만 에이커를 추가로 보호하고, 뉴욕이 기후 변화에 의해 야기된 증가하는 

홍수와 심각한 폭풍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정부 예산에는 2022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인 뉴욕주의 성공적인 브라운필드 정화 

프로그램(BCP)의 연장 및 확대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10년 동안 재허가됩니다. 

주정부 예산은 소외된 지역사회의 청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개선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BCP 재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의 세계를 확장함으로써 Hochul 주지사의 저렴한 주택 개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BCP는 BCP 주도의 재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주정부의 야심찬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세금 공제를 포함한 특정 재생 에너지 

시설 부지의 개발을 장려합니다.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스쿨버스   

   

주정부 예산안은 학령기 뉴욕 시민들의 대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7년까지 모든 

새로운 스쿨버스 구입을 배출 제로, 2035년까지 도로 위의 모든 스쿨버스가 배출 

제로라고 요구합니다. 주정부 예산은 환경채권법(Environmental Bond Act)을 통해 5억 

달러를 제공하여 학군이 배출가스 제로 버스 및 충전소를 포함한 관련 충전 인프라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정부 예산은 학군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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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ec.ny.gov%2Fchemical%2F8450.html&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b6cc22bb596f4f757f1708da1a6759c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5132843956782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yUpBUNYFyR3tekV2q4xJhkv09f5PATLsqe0G8u1RCAU%3D&reserved=0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현재 디젤 버스에 대한 5년 제한치의 두 배가 넘는 12년 동안 배출 

제로 버스를 임대하거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배출 제로 버스 및 관련 

충전 인프라에 교통 지원이 제공되도록 합니다.  

   

주정부 예산은 뉴욕 학교에 환경 지속가능성을 제공하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약속을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청정수, 깨끗한 공기, 그리고 녹색 일자리 환경 채권법(Clean 

Water, Clean Air, and Green Jobs Environmental Bond Act)"에서 제공되는 Clean 

Green Schools 이니셔티브는 1,000개 이상의 공립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고 거의 100만 

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열 난방 및 냉방, 태양열, 녹색 

지붕, 실내 공기 품질/환기 등과 같은 중요한 인프라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중요한 투자는 주 경제를 부양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이 부족한 공립학교에 깨끗한 

에너지와 더 건강한 실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후 정의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기후 친화적 주택  

   

2030년까지 최소 100만 채의 전기화 주택과 최대 100만 채의 전기화 준비태세를 갖춘 

주택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주지사의 약속의 일환으로, 제정 예산은 저렴한 주택 10만 

채를 만들고 보존하며 추가로 5만 채를 전기화하는 250억 달러의 5개년 자본 주택 

계획에 대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연안 해상 풍력 투자  

   

제정 예산에는 주정부의 해상 풍력 공급망과 항만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5억 달러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는 뉴욕을 미국의 해상 풍력 

수도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면서 성장하는 산업에서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기금  

   

제정 예산은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을 위한 추가적인 1억 4,000만 

달러로, 총 2억 5,000만 달러까지 늘릴 것입니다. 이러한 기금 증가는 뉴욕 주립 공원을 

개선하고 개선하는 데 투자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당한 수준의 자금은 뉴욕의 대표 

공원의 지속적인 변화를 돕고 공원 시스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기금으로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뉴욕주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및 통역 기회를 제공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뉴욕주의 귀중한 자연, 역사, 문화 

자원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OPRHP는 181개의 주립 공원과 35개의 

유적지로 구성된 네트워크인 주립 공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해당 

시스템은 기록적인 7,840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와 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보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아디론댁 공원의 

260만 에이커와 캣츠킬 숲 보호구역의 거의 30만 에이커를 포함하여 주 전역에 걸쳐 

535만 에이커의 공터를 종합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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