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4/17/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015 지구지구지구지구 주간주간주간주간 발표발표발표발표  

 

가족들은가족들은가족들은가족들은 전주적으로전주적으로전주적으로전주적으로 수수수수 십개의십개의십개의십개의 행사에서행사에서행사에서행사에서 지구지구지구지구 주간을주간을주간을주간을 기념할기념할기념할기념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주요주요주요주요 업적을업적을업적을업적을 홍보하기홍보하기홍보하기홍보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커미셔너들커미셔너들커미셔너들커미셔너들 파견파견파견파견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4월 19-25 지구 주간을 선포하면서 뉴욕주의 자연자원을 

위한 행정부의 환경 공약을 강조하고 기후변화의 충격에 더욱 탄력적인 더 깨끗하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다짐하였습니다. 내일부터 가족들은 전주의 환경센터들에 예정된 

지구 주간 행사에 참가할 것이 장려됩니다. 

 

“뉴요커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경치 좋은 야외 장소들 중 일부로 축복 받았는데 

지구 주간은 우리 각자가 뉴욕주의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는 데 있어서 한 역할을 갖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극한 날씨라는 새 현실로 인해 이러한 공원과 명소들을 보호하고 더욱 

회복력있게 만드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재다짐하며 모든 뉴요커들이 우리 환경을 보살피는 데 자기의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환경보존부와환경보존부와환경보존부와환경보존부와 공원실공원실공원실공원실, 민간인들이민간인들이민간인들이민간인들이 지구지구지구지구 주간에주간에주간에주간에 참여하도록참여하도록참여하도록참여하도록 전주적전주적전주적전주적 행사행사행사행사 개최개최개최개최 

 

환경보존부와 공원휴양지사적보존실은 지구 주간을 기념하여 주 전역에서 수 십개의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반인들은 하이킹, 자연 야생 관찰, 나무 심기 및 환경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뉴요커들 을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자연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체전체전체전체 가족가족가족가족 행사행사행사행사 리스트가리스트가리스트가리스트가 여기에여기에여기에여기에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환경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가 주의 광대한 자연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환경보존부 장관 Joe Martens가 말했습니다. 

“이 한 주간의 기념은 그러한 자연자원을 지탱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일이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는 뉴요커들이 

우리의 많은 활동에 참가하여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구에 되돌려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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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빠른 보조의 기술 주도 시대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라고 주립공원실장 Rose Harvey가 말했습니다. “노력마다 

크든 작든 중요합니다. 저는 뉴요커들이 금주와 일년 내내 우리 주립공원과 사적지에서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기념하도록 초대합니다.” 

 

지구지구지구지구 주간주간주간주간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행사행사행사행사 

 

지구 주간을 기념하여 주 기관들은 일련의 행사를 개최하고 지구 친화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커미셔너 행사들이 있습니다: 

 

4월월월월 20일일일일 월요일월요일월요일월요일  

•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Joe Martens, Westchester 카운티에서 발표 

• Richard Kauffman, 뉴욕주 에너지재무위원회 의장, Manhattan의 NY 전력 

서밋에서 주의 야심찬 청정 에너지 어젠다에 대한 기조연설  

4월월월월 21일일일일 화요일화요일화요일화요일  

• 공원 커미셔너 Rose Harvey, Rockland 카운티의 Bear 산에서 발표 

• 뉴욕주전력청 청장 & CEO Gil Quiniones 및 MTA 청장 겸 CEO Tom 

Prendergast, 뉴욕시 Grand Central Terminal에서 발표  

4월월월월 22일일일일 수요일수요일수요일수요일 지구의지구의지구의지구의 날날날날  

•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Joe Martens, Rensselaer 카운티에서 및 Columbia 

카운티의 Hand Hollow 주 보존림에서 발표 

•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 청장 겸 CEO John B. Rhodes, Sullivan 카운티 Loch 

Sheldrake의 SUNY Sullivan에서 NY-Sun 행사 참석 

• 뉴욕주전력청 청장 & CEO Gil Quiniones, Syracuse, Rochester, Buffalo 및 

Yonkers에서 해당 시장과 함께 5개시 에너지 플랜의 해당 시 버전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행사 개최. 이 플랜은 이 도시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년 수 백만 달러의 에너지 절약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의 

청사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4월월월월 23일일일일 목요일목요일목요일목요일  

• 공원 커미셔너 Rose Harvey, Suffolk 카운티의 Robert Moses 주립공원에서 발표  

4월월월월 24일일일일 금요일금요일금요일금요일  

•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Joe Martens, Albany시의 Tivoli 공원에서 식목일 기념식 

개최 

 

주요주요주요주요 환경환경환경환경 업적업적업적업적 

 

뉴욕주는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공한지를 보존하며, 주의 광활하고 훌륭한 

자연자원의 접근성을 높이며, 많은 획기적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기후변화 효과에 대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Cuomo 지사의 주요 환경 업적: 

 

• 청정청정청정청정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및및및및 환경환경환경환경을을을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전례전례전례전례 없는없는없는없는 투자투자투자투자: 그의 첫 임기 동안 환경, 인프라, 탄력성 및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을 위해 160억 달러 이상 투자하였으며 대표적 프로그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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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는 주의 경제에 직접 득이 되며 어떤 한 세대 뉴욕주 

지사의 첫 임기에서 주의 환경에 대한 가장 대담한 투입입니다.  

 환경보호기금환경보호기금환경보호기금환경보호기금 증대증대증대증대: 제정된 주 예산은 환경보호기금용 1억 7700만 달러를 포함하는데 

이는 2014-15년보다 1500만 달러 증가한 것이고, 2011년 이래 32% 증가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기금은 주 전역의 많은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많은 환경 

및 공한지 프로그램을 위한 필수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역지역지역지역 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온실가스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강화강화강화강화: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의 결과로 뉴욕주는 2014년 말까지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경매 수익금 5억 

5600만 달러를 재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기금 

프로젝트의 평생에 걸쳐 탄소 공해를 약 570만 톤 줄여 전주의 130,000여 가구와 

2,500여 기업에 유틸리티 요금 절약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현실을현실을현실을현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재구상재구상재구상재구상: 2013년에 출범하였고 부분적으로 주지사의 2100 

위원회 권고 사항에 근거하는 ‘새로운 현실을 위한 뉴욕주 재구상’은 뉴욕주의 인프라, 

대중 교통 네트워크, 에너지 공급, 해안 보호, 기후 경고 시스템과 미래에 더 강하고 복구 

가능한 비상 관리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170억 달러 예산의 전략입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 중소 기업 및 지역 사회 전체를 이전보다 더 강하고 복구 가능하게 하도록 유연한 

연방 자금으로 약 44억 달러를 사용합니다. 

 

• 공한지공한지공한지공한지 보존보존보존보존: 주정부는 새로운 주 보존림을 통해 뉴욕주 전역에 86,000 에이커 이상을 

영구 보존하였으며 2011년 이래 Adirondacks 및 Catskills와 주립공원들에 보존림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향후에도 공한지를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보호기금을 늘렸습니다. 환경보호기금을 통해 주지사의 예산은 또한 주의 

토지신탁을 담당하는 Land Trust Alliance에 800여만 달러를 제공함으로써 주의 모든 

지역에서 13,500 에이커의 공한지 보호를 이끌었습니다.  

• 야외야외야외야외 휴양휴양휴양휴양 기회기회기회기회 확대확대확대확대: 2015-16 예산에는 주유림, 야생 관리 지역 및 보존림의 공공 

접근성 개선을 위한 800만 달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전역의 물고기 부화장 개선을 

위해 400만 달러를 제공하고, 환경보존부의 야생 관리 지역에 있는 야생 서식지를 위한 

지상 개선에 기금의 초점을 맞출 Habitat Conservation and Access Account를 

설립합니다.  

 

•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공원공원공원공원 및및및및 사적지사적지사적지사적지 단장단장단장단장: 주지사의 NY Parks 2020 프로그램은 주립공원을 위해 

2011년부터 2020까지 민간 및 공공 자금 9억 달러를 활용하겠다는 다개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이 이니셔티브에 1억 1000만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 원유원유원유원유 사고사고사고사고 예방예방예방예방 및및및및 가능성가능성가능성가능성 대비대비대비대비: 오일 유출 기금 상한을 2500만 달러에서 4000만 달러로 

올리고 매년 기금 중 210만 달러를 예방 및 대비 조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원 및 관련 대비 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이러한 변화는 주정부가 오일 유출 대응 

및 예방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나타내는 Cuomo 지사의 행정 명령 

제125호의 준수를 지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예산은 오일 유출 대비 계획, 훈련 및 



 

Korean 

대응을 전담할 신규 직원을 환경보존부에 8명과 화재예방통제실에 6명 배치할 자금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또한 뉴욕주를 통해 수송되는 오일에 대한 수수료를 주 

안으로 수입되는 오일의 경우 배럴당 12.25 센트에서 13.75센트로 인상하고, 환적되는 

오일은 오일이 뉴욕주에 머무는지 또는 다른 주로 이송되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배럴당 1.5센트에서 13.75센트로 인상합니다. 주내 최종 사용자들은 수수료 인상이 

면제되어 배럴당 12.25 센트가 유지될 것입니다. 

 

• 청정수청정수청정수청정수 인프라인프라인프라인프라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예산예산예산예산 지원지원지원지원: 환경설비공사는 도시 청정수 프로젝트 및 폐수 처리 

설비를 뒷받침하는 예산 및 교부금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기록적인 해를 가졌습니다. 

2014년에 이 공사는 커뮤니티들의 전반적 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일자리 성장 및 상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청정수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보조금으로 

23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주 중 최대의 청정수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환경설비공사는 또한 정책 변화를 구현하여 30만명 미만의 지방 자치 단체가 폐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최장 30년 동안의 무이자 융자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주 교부금 3950만 달러를 

환경보존부를 통해 제공하였고 EFC는 전주적으로 15건의 혁신적 우거수 프로젝트에 

1200만 달러를 교부하였 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Cuomo 지사는 의회와 협력하여 다음 

3년에 걸친 신규 교부금을 위한 예산 2억 달러에 합의하였습니다.  

 

• Long Island의의의의 탄력성탄력성탄력성탄력성 증대증대증대증대 및및및및 수질수질수질수질 개선개선개선개선: Long Island 수질을 개선하고 유해한 질소 

오염을 줄임으로써 이 지역 미래 폭풍에 대비한 해안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였습니다. Suffolk 카운티의 하수도 프로젝트안을 위한 예산 

3억8천3백만 달러를 제공하고 Bay Park 하수 처리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Nassau 

카운티에 9천7백만달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의 예산은 Long Island 전역의 질소 

오염의 출처 및 야기된 피해를 평가하고 그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것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500만 달러를 포함합니다.  

 

• 수중수중수중수중 침해종침해종침해종침해종 퇴치퇴치퇴치퇴치: 주지사는 Adirondack 지역에 수중 침해종의 도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50여 보존 단체, 소유자 협회와 지역 및 주 정부들이 

서명한 전례 없는 양해 각서를 조율함으로써 뉴욕주의 멋진 호수들에 침해종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의 공약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보호기금 예산의 추가 100만 달러로 

뒷받침됩니다. 

• 모든 뉴요커들을 위해 더욱 깨끗하고 탄력적이며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Cuomo 지사의 종합 계획인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비전비전비전비전 개혁개혁개혁개혁 출범출범출범출범. 에너지 비전 개혁 계획은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 및 개인 고객들에게 청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활기찬 민간 

부문 시장을 자극함으로써 저탄소 미래로 가는 길을 그리는 혁신적 접근법입니다. 규제 

변경 및 프로그램 변경을 통해 시장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장의 갭을 좁히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에너지 비전 개혁은 주 전역의 커뮤니티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성장을 

포함한 실질적 경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온실 가스 배출량 및 기타 오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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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으로써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일정 규모에서 작동하는 역동적이고 꺠끗한 에너지 

경제를 창조할 것입니다. 에너지 비전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니셔티브들:  

o 제제제제1회차회차회차회차 NY Green Bank 거래거래거래거래: 2014년 10월에 Cuomo 지사는 NY Green 

Bank의 제1회차 거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전주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생성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에 더 큰 민간 부문 투자를 가져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원되고 합의된 이러한 거래는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자본 시장에 총 8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낳을 것입니다. 발표된 프로젝트들은 민간 부문에서 자금 

조달하기가 전통적으로 어렵지만 NY Green Bank의 참여에 의해 가능해지고 연간 

이산화탄소 575,000 톤 감소의 결과를 가져와 더욱 효율적이고 믿음직스러우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o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태양력태양력태양력태양력 산업을산업을산업을산업을 성장시키기성장시키기성장시키기성장시키기 위한위한위한위한 10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뉴욕주는 주 

전역에 태양력 배치를 크게 확대하고, 주의 재생 가능 에너지 능력을 3000여 

메가와트 추가하여 궁극적으로 뉴욕주의 태양력 산업을 자립 시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NY-Sun 이니셔티브를 통해 10억 달러를 투입하였습니다. NY-

Sun의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센티브 구조는 뉴욕주 태양력 산업의 엄청난 

성장을 촉발할 것입니다. 이 산업은 약 600 메가와트의 이미 설치되었거나 개발 

중인 태양력 PV를 결과하여 년 약 216,000 톤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NY-Sun은 중저 소득 고객들이 태양력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용 자금도 마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Community Solar는 

태양력 프로젝트를 동네 전체가 시행하기에 더욱 용이하고 경제적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전주적으로 26건의 “태양화” 캠페인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o K- Solar 및 BuildSmart NY을 통한 학교에학교에학교에학교에 태양력태양력태양력태양력 기술기술기술기술 배치배치배치배치 추진추진추진추진. 900개 학교를 

대표하는 250개 교육구와 주의 62개 카운티 중 56개 카운티가 선불 비용 없이 

학교 지붕에 태양력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무료 현장 측량, 태양력 에너지 분석 및 

신속 허가를 받기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K-solar는 또한 STEM 커리큘럼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사 교육 및 교재도 제공합니다.  

o Charge NY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난 3년에 걸쳐 약 500개소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주의 전기차 수를 같은 기간에 1,000대에서 12,000여대로 늘려 

온실온실온실온실 가스가스가스가스 배출량을배출량을배출량을배출량을 저감저감저감저감시켰습니다. 

o 주지사의 Cleaner Greener Communities 프로그램에 의거한의거한의거한의거한 지속지속지속지속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건설로건설로건설로건설로 주 전역에 더욱 탄력성 있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들을 건설하고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커뮤니티의 경제적, 환경적 및 바용 절약 

혜택을 증명할 지역별 스마트 성장 관행을 통합하기 위해 91건의 프로젝트에 약 

6000만 달러가 교부되었습니다. 

o 5개시개시개시개시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플랜플랜플랜플랜 출범출범출범출범: 2014년에 Cuomo 지사는 주의 5대 도시들이 에너지 

우선순위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정부-지자체 협력의 혁신적 모범인 5개시 

에너지 플랜을 출범시켰습니다. BuildSmart NY의 일환으로 5개시 각각은 시의 

에너지 소비를 2020년까지 적어도 20% 줄이고 지역 시장을 커뮤니티 전체의 

에너지 효율 증대, 재생 에너지 생산 및 기타 현지 에너지 우선순위에 참여시킬 

종합 에너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플랜들이 일단 시행되면 이 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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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에서 년 최대 4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o 뉴욕주 전역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 신뢰성 및 커뮤니티 회복성을 

높이기 위한 40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NY Prize 마이크로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대회대회대회대회 발표발표발표발표. 이 종류로는 

최초인 본 대회는 뉴욕주 업소, 기업가 및 전기 회사들에게 에너지 독립뿐만 

아니라 현지 발전 및 배전을 제공하는 지역 사회 기반의 마이크로 그리드를 설계 

및 구현하도록 도전함으로써 신세대 로컬 발전을 부추길 것입니다.  

o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그리드그리드그리드그리드 혁신혁신혁신혁신 촉진촉진촉진촉진: 2014년에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커뮤니티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통제력을 제공하는 Con Edison의 

“Brooklyn Queens 수요 관리”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혁신과 

경쟁을 진흥하면서도 동네를 섬길 10억 달러의 변전소를 건설할 필요성을 

상쇄함으로써 고객을 위해 전체 비용을 낮출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