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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1월 20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첫첫첫첫 ECC(EXCELSIOR CONSERVATION CORPS) 등록자등록자등록자등록자 선발을선발을선발을선발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meriCorps 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청년들에게청년들에게청년들에게 10-개월의개월의개월의개월의 복무복무복무복무 경험을경험을경험을경험을 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 

 

50명의명의명의명의 참가자가참가자가참가자가참가자가 63개개개개 주립공원과주립공원과주립공원과주립공원과 DEC 부지에서부지에서부지에서부지에서 환경환경환경환경 책무책무책무책무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수행하다수행하다수행하다수행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ECC(Excelsior Conservation Corps) 등록자 

선발을 발표하였습니다. ECC란 18 – 2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AmeriCorps 

환경교육 및 책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회원들은 뉴욕주에서 진행되는 

의미 있고 지속적인 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보존 업무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ECC는 젊은 뉴욕주민들에게 소중한 기술과 교육을 얻게 하면서 뉴욕주의 많은 환경적 

필요사항을 처리하게 하는 색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들 회원은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는 뉴욕의 리더십을 구현합니다. 저는 이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을 지지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9명의 잠재 신청자 중에서 ECC는 Albany 소재 Youth Works 프로그램 소속 회원과 두 

명의 퇴역군인들을 포함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50명의 회원을 등록시켰습니다. 뉴욕주 

전체 10개 지역을 대표하는 이들 참가자들은 8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19개의 

각기 다른 공원레크리에이션역사보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부지와 44개 환경보존부 부동산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DEC 프로젝트에는 Staten Island에 있는 Arden Height Woods Trial 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회원들은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및 브롱스에 있는 노출된 

뿌리 I FISH NY Clinics 위로 데크를 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원들은 수업 교육과 낚시 

클리닉을 지원하고 Albany 카운티에 있는 Five Rivers Education Center에서 역사 

트레일을 개발할 것입니다. 회원들은 Robert Moses 주립공원 내 500-kw 태양열 시스템 

설치와 같이 예정된 다양한 프로젝트로 주립공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설치로 Suffolk 카운티 해변 공원은 미국 최초의 에너지 중립 공원이 될 것입니다. 많은 

지역에 걸쳐 있는 여러 주립공원과 역사부지의 트레일 유지 관리는 ECC(Environmental 

Conservation Corps)의 또 다른 최우선 사항입니다. Finger Lakes 소재 Letchworth 

주립공원, Southern Tier 소재 Robert Treman 주립공원, Capital District 소재 Graf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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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s 주립공원과 같은 많은 주립공원들은 회원들에게 각기 지속적인 유산을 남길 더 큰 

기회를 담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10개월의 서비스 프로그램은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에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협회는 청소년과 청소년 보존 

서비스 및 환경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단체입니다. 

 

“Cuomo 주지사와 우리의 훌륭하신 파트너들이 지난 가을 이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우리는 뉴욕주의 젊은이들이 전례 없는 환경 책무의 현장 경험이라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Kathy Hochul 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ECC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여주어서 기쁩니다. ECC가 뉴욕주의 천연자원을 보호 및 

강화하고 차세대 보존 리더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뉴욕의 리더십 역할을 바탕으로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환경보호기금, 뉴욕주 환경시설공단, 뉴욕주립대학에서 출연한 

100만 달러를 포함해 뉴욕주와 연방의 결합 기금 190만 달러를 통해 지원됩니다. 뉴욕주 

CNCS(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역시 연방 CNCS와 협력을 

맺고 850,000달러의 AmeriCorps 지원금을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스폰서십과 민간 기부를 통해 SCA가 확보할 것입니다. 

 

ECC 활동활동활동활동 & 교육교육교육교육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의 감독에 따라 이 프로그램 회원들은 DEC, 주립공원, 

환경시설공단 및 뉴욕주립대학을 포함한 주정부기관의 열린 공간 관리, 천연자원 책무, 

인프라 및 지속가능성 향상, 레크리에이션 및 액세스 매핑, 뉴욕주 야영장과 자연 

지구에서의 환경 교육 및 아웃리치 를 지원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로는 수실 

개선 프로젝트, 트레일 및 야영지의 안전 강화, 감조 습지 복원, 외래유입종 제거 및 기후 

변화 복원 조치가 포함될 것입니다. 환경 책무 활동 외에도, 회원들은 극한 기후에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고 주요 폭우 발생 시 자원봉사 리더로 활동하기 위해 재난 및 자원봉사 

관리 교육을 경험할 것입니다. 

 

ECC 회원들은 Morrisville State College에 본부를 둘 예정입니다. 이 칼리지에서 

회원들은 야생 응급구조, 트레일 설치, 목수일, 위험 관리 및 비상 대응, 교육 및 

아웃리치, 오지 생활에 관한 폭넓은 교육과 인증을 받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서비스 업무에 참여하고, 더 작은 팀으로 나뉘어 주 전역에서 최우선 

프로젝트를 처리할 것입니다. 원격으로 그리고 며칠 또는 몇주의 서비스 기간 동안, 

회원들은 위성 지역에 머물면서 자주 야영을 하거나 주립공원과 DEC 야영장에 있는 

오두막집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환경보존부환경보존부환경보존부 대리대리대리대리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Basil Seggos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서 뉴욕은 뉴욕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환경 필요사항을 처리하는 데 계속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고유한 프로그램은 환경 책무를 청년 서비스 및 기술 개발과 

연결함으로서 Adirondack과 Catskill Park 야영장에서 시급히 필요한 개선활동을 

발전시키고 기타 뉴욕주에서 몹시 필요로 하는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시켜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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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활동이 우리 회원들에게 수준 높은 경험이 되고 이 젊은 청년들의 향후 

경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ECC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뉴욕주립공원뉴욕주립공원뉴욕주립공원뉴욕주립공원, 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 히스패닉히스패닉히스패닉히스패닉 보존보존보존보존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Rose Harve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수십 년 전, CCC(Civilian Conservation)는 오늘날 수백만 명의 

뉴욕주민들이 즐기고 있는 우리 주립공원에 잊을 수 없는 족적을 남겨 놓았습니다. 

Cuomo 주지사 덕분에 새로운 ECC는 이러한 횃불을 들고,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 

뉴욕주의 뛰어난 레크리에이션 시설 복원에 힘쓸 것이므로 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Paul Tonko 주주주주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주립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미국인들이 야외에서 소중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Capital Region과 뉴욕 

전체에서 ECC의 훌륭한 활동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조눈 의회 내에서 지속 

가능성을 알리고 천연자원을 보호하며 유산 구역을 널리 알리는 저의 최우선사항을 이 

회원들과 함께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Neil Breslin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환경 교육과 책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환경 보존 구역에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뉴욕주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은 뉴욕의 밝은 미래를 위해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이 

얻게 될 이러한 현장 경험은 이러한 활동을 더욱 더 지원할 것입니다." 

 

Patricia Fahy 주의회위원은주의회위원은주의회위원은주의회위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ECC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뉴욕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사려 깊고 창의적인 솔루션입니다. 저는 50명으로 

구성된 뉴욕주민 단체가 환경보존, 지역봉사, 영감을 주는 일자리 가능성이라는 대민 

혜택 세 가지 핵심을 펼치면서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의 발전을 위해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업무를 마련해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국립및커뮤니티서비스위원회국립및커뮤니티서비스위원회국립및커뮤니티서비스위원회국립및커뮤니티서비스위원회-뉴욕자원봉사자뉴욕자원봉사자뉴욕자원봉사자뉴욕자원봉사자(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 New Yorkers Volunteer)의의의의 실무국장인실무국장인실무국장인실무국장인 Linda Cohe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50명의 뉴욕주민들은 처음부터 AmeriCorps를 정의 내린 봉사 정신을 

구현하면서 바로 이곳 뉴욕주에서 시민보존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의 초기 

활동으로 거슬러올라가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환경에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게 될 삶을 바꾸는 경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들 청년들 뒤에서 

이들이 우리 주를 위해 하는 중요한 봉사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들이 노력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환경시설공단환경시설공단환경시설공단환경시설공단(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의의의의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Sabrina M. T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ECC의 창설과 출범은 우리 청년들의 지성과 

에너지를 통해 뉴욕의 환경 유산을 확대하는 주지사의 리더십과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EFC는 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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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뉴욕주의 물과 기타 천연자원을 보호할 이 중요한 보존 활동을 

수행하는 Corps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Morrisville 주립주립주립주립 칼리지의칼리지의칼리지의칼리지의 Dr. David. E. Rogers 총장은총장은총장은총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UNY 

Morrisville은 ECC 학생들을 맞이하게 된 기회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칼리지에는 ECC 임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과 응용연구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많은 

교수 및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출신 많은 SUNY Morrisville 동창생들은 

미국낚시협회(American Fisheries Society), 미국임업가협회(the Society of American 

Foresters), 야생동물협회(Wildlife Society)의 전문가로서 뉴욕주에서의 리더십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VA(Veterans Affairs) 담당관담당관담당관담당관 Eric J. Hesse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 환경보존부, 뉴욕주립공원이 ECC와 함께 하는 일은 뉴욕에게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퇴역군인들에게도 좋은 일이고도 합니다. 저는 두 분의 퇴역군인들이 첫 

수업의 일부로 봉사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야외 보존 활동은 팀을 

이뤄 생활하고 활동한 경험이 있는 많은 퇴역군인들에게 꼭 알맞은 일입니다. 그분들의 

기회와 경험이 앞으로의 교육에서 많은 또 다른 퇴역군인들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퇴역군인들이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도록 해주신 ECC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보존협회학생보존협회학생보존협회학생보존협회 회장회장회장회장 및및및및 CEO인인인인 Jaime Berman Matyas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뉴욕주 Excelsior Conservation Corps를 시작하게 되어 영광이고 매우 

기쁩니다. 이 독특한 프로그램은 SCA가 실무 교육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책무 

프로젝트를 통해 뉴욕주민들을 위해 야외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 경험을 확대하려는 

17년에 걸친 공동의 노력을 통해 DEC 및 뉴욕주립공원들과 함께 했던 관계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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