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9/15/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EXCELSIOR CONSERVATION CORPS 환경환경환경환경 관리관리관리관리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발족하다발족하다발족하다발족하다  

 

AmeriCorps 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 청장년청장년청장년청장년 참전용사에게참전용사에게참전용사에게참전용사에게 10-개월개월개월개월 복무복무복무복무 경험을경험을경험을경험을 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새로운 AmeriCorps 환경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인 Excelsior Conservation Corps를 18-25세를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회원은 뉴욕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의미 있는 

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보존 업무 경력에서 현장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Excelsior Conservation Corps는 뉴욕의 청년들에게 기술과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뉴욕주에서 가장 긴급한 환경 요구의 일부를 처리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의 환경 관리에 대한 풍부한 전통을 지속하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뉴욕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청청한 곳으로 가꾸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2015 Opportunity Agenda에서 구상 중인 Excelsior Conservation 

Corps는 50명의 회원들을 받고 다양한 회원과 재향군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0개월 과정의 이 서비스 프로그램은 2016년 1월에 시작하며 SCA(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가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SCA는 청소년과 청장년 보호 

서비스 및 환경 교육 프로그램의 선도적인 국립기관입니다.  

 

“Excelsior Conservation Corps는 뉴욕의 환경 유산을 바탕으로 뉴욕주의 천연자원을 

보호 및 강화하면서 차세대 보존 리더들에게 권한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오늘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Kathy Hochul 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지원금 연방 지원금을 합한 190만 달러로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기금, 뉴욕주 환경시설관리공단 및 뉴욕주립대학교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총 1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CNCS(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역시 연방 CNCS와 협력을 맺고 850,000달러의 Ameri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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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스폰서십과 민간 기부를 통해 

SCA가 확보할 것입니다.  

 

Excelsior Conservation Corps 활동활동활동활동 & 교육교육교육교육 

 

이 프로그램의 회원들은 SCA 감독 하에 환경보존부(DEC), 

공원,레크리에이션,역사보존사무실(OPRHP), 환경시설공단 및 뉴욕주립대학교를 

포함한 주립 기관들이 공공용지 관리, 천연자원 관리, 인프라 및 지속가능성, 

레크리에이션 및 액세스 매핑(access mapping), 주립 캠프장과 네이처 센터에서의 환경 

교육 및 아웃리치 를 지원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에는 용수 개선 프로젝트, 산길 

및 캠핑장 안전성 개선, 감조 습지 복원, 해양 외래유입종 제거, 서식지 모니터링, 

기후변화 및 복원성 조치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회원들은 환경 관리 업무 외에도 재난 및 

자원봉사 관리 교육을 받아 악천후로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들을 돕고 큰 서비스 

행사에서 자원봉사자 리더로서 활동할 것입니다.  

 

Excelsior Conservation Corps 회원들은 Morrisville State College를 소재지로 하여 , 

WFA(Wilderness First Aid), 산길 조성, 석조 및 목조 작업, 목공, 위험 관리 및 긴급대응, 

교육 및 아웃리치, 산간오지 생활로 광범위한 교육 및 인증을 받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서비스 업무에 참여하고, 더 작은 팀으로 나뉘어 주 

전역에서 최우선 프로젝트를 처리할 것입니다. 원격 형태 및 여러 날 또는 여러 주 서비스 

활동 기간 동안에는 위성 지역에 머물면서 자주 캠핑을 하거나 주립공원 및 환경보존부 

캠핑장에 마련된 통나무집에서 생활할 것입니다.  

 

자격자격자격자격 요건요건요건요건 및및및및 신청신청신청신청 방법방법방법방법 

 

Excelsior Conservation Corps는 교육 및 경력 개발을 강조합니다. 회원들은 보존 또는 

관련 분야의 경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리더십 기술, 일반적인 직무 기술, 시장성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 및 전문가 개발을 강화할 기회와 학문기관 

및 전문인력 자원의 링크를 제공하는 데, 이것이 회원들의 기회를 더욱 신장시켜줄 

것입니다. 회원들은 급료를 받습니다. 

 

Excelsior Conservation Corps 회원은 18세-25세 사이의 미국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여야 하고, 뉴욕주민이거나 뉴욕주에 소재한 학교에 대니고, 고교졸업증 또는 

GED를 소지하고, 독자적으로 그리고 팀을 이뤄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육체 노동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인 경우 가급적 언제든지 적절한 숙소가 마련될 

것입니다. 재향군인과 소수인종 후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rp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ny.gov/ECC를 방문하십시오.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rps은 기회 

균등 고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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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Tonko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보존과 환경 보호는 Upstate New York 

관광산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청장년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깨끗하고 건강하고 조직화되어 있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좌우되는 

레크리에이션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아주시고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남은 경력 기간동안 소중하게 여길 교육을 받게 해주신 

점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Neil Breslin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은 

청장년들이 환경 보존 분야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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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환경 관리 프로그램은 청장년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완전한 경력으로 돌릴 수 있는 매우 특이한 기회입니다. ECC는 이곳 

뉴욕주의 방대한 천연자원을 개선시키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 기여하면서 젊은 

회원들에게 이 중요한 일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도록 격려해줄 것입니다. 이처럼 

창의적인 보존 기회를 우리 청년들에게 마련해주신 주지사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CNCS(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의의의의 Linda Cohen 

실무이사는실무이사는실무이사는실무이사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를 위해 이와 같은 획기적인 AmeriCorps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성원과 비전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ECC는 독특한 뉴욕주 AmeriCorps 프로그램으로, 젊은이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고 

동료 뉴욕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며 효과적인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직접 서비스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환경보존부의환경보존부의환경보존부의환경보존부의 Marc Gerstman 장관대리는장관대리는장관대리는장관대리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은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환경 관리를 청소년 서비스와 기술 개발과 접목시킨다는 개념을 

다시 한 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Excelsior Conservation Corps 회원은 Adirondacks와 

Catskills 캠핑장에서 야외 레크리에이션 경험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청장년들이 천연자원 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ECC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공원공원공원공원,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레크리에이션,역사보존부의역사보존부의역사보존부의역사보존부의 Rose Harvey 장관은장관은장관은장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80년 

전, CCC는 오늘날 수많은 뉴욕주민들이 즐겨찾는 많은 주립공원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Excelsior Conservation Corps는 이러한 풍부한 전통을 바탕으로 하며, 청장년들은 우리 

뉴욕주의 뛰어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복원 및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환경시설공안의환경시설공안의환경시설공안의환경시설공안의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Sabrina M. T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Excelsior 

Conservation Corps 프로젝트는 인프라와 복원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뉴욕의 수질 

향상을 도울 것입니다. ECC 회원들이 뉴욕주에서 가장 시급한 인프라 필요 사항 중 

하나에 보여줄 서비스와 헌신적인 태도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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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의의의의 Nancy L. Zimpher 총장은총장은총장은총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립대학교는 이 남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일조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는 참가자들이 

환경보존 분야에 경력을 쌓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뉴욕의 공원과 천연자원을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SUNY Morrisville는 농업교육에서 풍부한 리더십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이 독특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에 이상적인 장소가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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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부에 위치한 SUNY Morrisville은 ECC의 베이스 캠프로 완벽한 장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ECC 회원들은 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SUNY 교수진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다이내믹한 캠퍼스 생활을 경험하며, 프로그램 목표를 위해 다른 자원도 

활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재향군인부의재향군인부의재향군인부의재향군인부의 Eric J. Hesse 국장은국장은국장은국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야외 보존 활동은 팀을 

이뤄 생활 및 활동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과 야외 생활 현황이나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많은 재향군들에게 꼭 맞습니다. ECC는 뉴욕의 젊은이 

군인들에게 이러한 경험과 리더십 기술을 활용하여 뉴욕주의 자연 환경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보존 분야 경력을 쌓을 수 있게 준비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최고최고최고최고 다양성다양성다양성다양성 책임자책임자책임자책임자(Chief Diversity Officer)인인인인 Rose Rodriguez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회원의 다양성에 대한 ECC의 강조는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주지사의 지속적인 활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청장년을 

의미 있는 보존 경력 훈련, 멘토십, 교육과 연결시키는 일은 우리 뉴욕주 환경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청장년들의 경제적 성공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SCA(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의의의의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Jaime Berman Matyas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를 위해 Cuomo 주지사의 Excelsior Conservation Corps를 

발족하는 데 우리 협회가 선정된 것에 감사 드립니다. 1999년부터 우리 협회는 DEC 및 

즈립공원과 파트너가 되어 뉴욕주민들을 위한 야외 레크리에이션과 교육 경험을 현장 

교육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ECC는 

우리의 협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환경 관리인 계발에 일조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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