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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자연 

복원(RESTORE MOTHER NATURE)' 채권법 통과를 위한 캠페인 시작  

  

전국을 선도하는 홍수 완화 및 서식지 복원 이니셔티브로, 역사적인 33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기후 변화 대응 조치의 일환  

  

또한 일회용 스티로폼 식품 용기 및 포장재를 금지하고 수압 파쇄의 영구적 금지 제안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에 대한 기록적인 3억 달러 자금 지원 

및 청정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5억 달러 추가 지원  

  

주 전역에서 매트리스와 카펫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감축을 위한 주의 제품 관리 

이니셔티브의 확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환경 지도자들과 함께 2021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자연 복원 채권법을 통과하기 위한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11월 

유권자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면, 채권법에 따라 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중요 환경 복원 

프로젝트에 자금이 지원되어, 뉴욕은 기후 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더욱 강력한 

폭풍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채권법은 향후 5년 동안 

시행되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례없는 330억 달러 지원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예산에서 일회용 스티로폼 식품 용기 및 포장재를 금지하기 위해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기금 및 청정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기록적인 자금 

지원 갱신을 비롯하여, 매트리스 및 카펫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품 관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이르기 전에 이것을 바로잡을 단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의 중요성과 긴급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구를 

구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야심 찬 

기후 변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하나가 환경 채권법입니다. 

우리는 이번 예산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후 변화 및 환경 

복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대담한 계획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의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거나, 위기에 패배한다는 오직 두 가지의 

길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환경 운동 지도자들이 오늘 발표에 참석했습니다.  

• Robert R. Dyson, 다이슨 재단(Dyson Foundation) 대표 겸 디렉터  

• Karenna Gore, 지구 윤리 센터(Center for Earth Ethics), 유니언 

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 디렉터  

• Rose Harvey, 파크스 앤 오픈 스페이스(Parks & Open Space) 선임 

연구원,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NYS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전 커미셔너  

• Dominique Lueckenhoff, 휴고 누 그룹(Hugo Neu Group) 기업 및 지속 

가능성 선임 부회장  

• Cecil Corbin-Mark, 위 액트(WE ACT) 정책 이니셔티브 부국장 겸 국장  

• Joseph Martens, 뉴욕 연안 해상 풍력 연합(New York Offshore Wind 

Alliance) 국장  

• Wendy Neu, 휴고 누 그룹 회장 겸 최고경영자  

• Larry Rockefeller, 뉴욕 보수 유권자 리그(New York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공동 창립자 및 이사회 이사  

• Theodore Roosevelt IV, 기후 및 에너지 솔루션 센터(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C2ES) 이사회 대표  

• Susannah Smetana Kagan, 자연 보호 협회(The Nature Conservancy) 

뉴욕주 신탁 위원회 구성원  

• Dan Tishman, 티시먼 건설 기업(Tishman Construction Corporation) 회장 

겸 최고경영자, 애콤 기술 기업(AECOM Technology Corporation) 부회장  

• Lise Strickler, 뉴욕 환경 변호사 협회(Environmental Advocates of New 

York) 이사회 이사  

• Lucy Rockefeller Waletzsky, 의학박사 겸 뉴욕주 공원, 여가, 역사 보존 

위원회(NYS Council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회장  

  

지난 10년 동안 기온은 전례 없이 상승했고, 역사 상 가장 더웠던 다섯 해는 모두 2015년 

이후의 일입니다. 채권법 제안은 뉴욕주가 추진하는 33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의 일환입니다. 미국을 선도하는 이 새로운 종류의 계획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배출량을 크게 줄이고 주정부와 주민이 이러한 변화에 적을할 수 있도록 

대비시키는 한편, 뉴욕주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2019년 9월 처음 소개된 후, Cuomo 주지사의 2020 시정 방침 연설에서 시작을 알린 

대자연 복원 이니셔티브는 수자원 및 중요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노력이며, 수질 개선 및 자연 서식지 재구축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인프라를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ations-most-comprehensive-statewide-habitat-and-water-restoration


 

 

일환으로, 채권법은 새롭고 확장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 취득을 

지원하고, 홍수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며, 식수 자원 및 수생 서식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담수 및 해수 습지 복원을 통해 유해 조류 확산에 기여하는 오염물질 및 

영양소를 자연적으로 걸러내며, 영양 유출 및 침전으로부터 수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천 부근의 둑을 복원합니다.  

  

채권법은 또한 뉴욕을 취미 낚시를 위한 최고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어류 부화장 개선 및 

접근성 향상에에 약 1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뉴욕에 위치한 세계적 수준의 어류 

부화장에 대한 이러한 투자를 통해, 뉴욕주의 월아이 치어 생산량을 3배로 늘어나고, 

추가 500,000 개체의 송어 및 연어를 생산하며, 토종 어류 복원을 위해 시스코 100,000 

개체를 양식하고, 더욱 강한 종의 갈색 송어를 양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뉴욕주는 

또한 온수류와 하천에 중점을 두고 뉴욕주의 낚시 활동 접근 지역, 손으로 띄우는 보트 

지역 및 공공 어업권 네트워크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추가적인 노력에는 홍수에 취약한 부동산의 매입, 배수구 및 교량 크기 조정, 불필요하고 

위험한 댐 철거, 친환경 인프라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 인프라의 홍수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해 대자연 복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천연 

자원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주정부의 기록적인 수질 및 서식지 투자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제안한 환경 채권법은 생물다양성 증대, 어류와 야생동물의 

건강 증진, 수질 개선, 오염 방지를 위한 대규모 천연 완충지대 보존, 뉴욕 각지의 생태계 

및 경제에서 수많은 이득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슈퍼태풍 샌디(Superstorm Sandy),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트로피컬 스톰 

리(Tropical Storm Lee) 등의 최근 발생한 폭풍은 기후 변화와악천후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여 지역사회가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뒷받침할 분명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011년부터 뉴욕의 모든 카운티는 기상 관련 재난 선포를 두 번 이상 

경험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다섯 차례 이상의 재해를 겪었습니다. 연방 및 주정부는 

이러한 재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6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과학자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뉴욕주가 홍수로 인해 50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환경 복원에 대한 투자는 뉴욕의 지속적인 경제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뉴욕주의 범람원과 숲은 어류와 야생 동물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요 서식지뿐만 

아니라, 첫 번째 방어선을 제공하여 홍수 증가와 강력한 폭풍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위험을 줄힐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천연 방어벽입니다.  

  

뉴욕의 마지막 환경 채권법은 거의 한 세대 전인 1996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뉴욕주의 수자원, 어류 및 야생 동물 서식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의 2020년 시정 연설에서, Cuomo 주지사는 중요한 서식지 복원과 홍수 완화를 위한 

미국의 가장 공격적인 프로그램인 대자연 복원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대자연 복원 

계획을 통해 하천과 수로를 연결하고, 배수로 및 댐 크기를 조정하며, 담수 및 조수 

습지를 복원하고, 자연 범람원을 회수하며, 조개 개체 수를 복원하고, 어류 부화소를 

개선하고, 열린 공간을 보존하며, 더, 농업과 빗물 유출수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지역사회 홍수의 위험을 줄이고 중요한 어류 및 야생 동물 서식지를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주 전역에서 시행될 것입니다. 대자연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뉴욕 

주민들은 2030년까지 수로에 대한 측정 가능한 개선, 더 많은 낚시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 

및 홍수 피해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스티로폼 이라고 알려진 발포 폴리스티렌을 일회용 식품 용기로 

유통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 제안에 따라 포장 땅콩으로 

알려진 발포 폴리스티렌 포장재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안은 환경 

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 환경에 대한 영향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다른 포장재를 검토하고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주정부 금지 조치가 될 것이며,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입니다. 이 금지 조치는 주지사가 2019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한 최근 금지 조치를 포함한 주 

전체의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주지사의 역사적인 노력에 기반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 노력을 기반으로, Cuomo 주지사는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에 뉴욕의 프래킹 금지를 영구화하기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가 가스전을 

완성하거나 재완성하기 위해 대량의 프래킹을 사용하는 드릴링, 디프닝, 플러그 백, 시추 

전환 신청 허가를 승인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 뉴욕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뉴욕의 

청정 에너지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2년 연속 환경보호기금에 3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자금 

지원을 계속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책정액에는 고체 폐기물 프로그램에 대한 3,900만 

달러, 공원 및 여가 업무에 대한 8,900만 달러, 오픈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1억 

5,200만 달러, 그리고 기후 변화 경감 및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2,0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청정 수자원 인프라에 추가 5억 달러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례 없는 35억 달러 

규모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주지사의 행정부 예산에는 주 전체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폴리스티렌 사용 금지와 특히 

관리가 어려운 두 물품인 카펫과 매트리스의 재활용을 위한 새로운 제품 관리 프로그램 



 

 

신설입니다. 이 새로운 제안은 카펫과 매트리스의 사용 수명 말기 관리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에게 맡기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초기 설계 단계에서 사용 수명 말기에 대한 제품 

및 포장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 이니셔티브는 제조업체가 제품 및 

포장을 독성이 적고 부피가 작으며 가볍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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