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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관광관광관광관광, 농지농지농지농지 보호보호보호보호 및및및및 일반인일반인일반인일반인 휴양지휴양지휴양지휴양지 접근성을접근성을접근성을접근성을 진흥하기진흥하기진흥하기진흥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보존보존보존보존 지원금지원금지원금지원금 

18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이이이이 지원금으로지원금으로지원금으로지원금으로 일련의일련의일련의일련의 지구주간지구주간지구주간지구주간 행사행사행사행사 개최개최개최개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55개 비영리 토지신탁에게 180만 

달러의 환경보존 파트너십 프로그램(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보존부(DEC) 및 Land Trust Alliance의 대표들이 오늘 

Westchester 카운티 Teatown Lake Reservation의 행사에서 보조금 수령 기관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로 일주일간의 지구주간 기념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구주간 

행사는 뉴욕주가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공한지를 보존하며, 주의 광활하고 훌륭한 

자연자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시행하며, 기후변화 효과에 

대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뉴욕주의 자연자원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또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교부금으로 뉴욕주의 환경보호기금은 계속해서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며, 더 깨끗하고 건강한 

뉴욕주가 되도록 할 환경 및 공한지 프로그램을 위한 필수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기금(EPF)을 통해 충당되는 교부금은 농지, 야생 서식지, 수질을 보호하고, 

일반인의 야외 휴양 기회 접근성을 향상하며, 커뮤니티 건강, 관광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우선순위 공한지 면적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지원할 민간 및 현지 자금 

170만 달러를 추가로 일으킬 것입니다. Land Trust Alliance는 보존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DEC와 공조하여 시행합니다.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Joe Marte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DEC와 토지신탁들과의 

제휴는 우리의 보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제휴가 없었다면 불가능할 토지 

보존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Cuomo 지사는 환경, 다양성, 남녀 스포츠맨 

기회 제공 및 뉴욕주에서 사람이 사는 곳에 가까운 휴양 기회의 개선에 대한 그의 집념을 

계속 입증합니다. 금년 예산은 토지 취득, 시립공원 및 환경 정의 교부금 증대를 포함하여 

환경보호기금을 1500만 달러 증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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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가 교부하는 12차수의 보존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금은 지역 토지신탁이 

커뮤니티와 토지소유주 봉사활동 사업을 지속 및 확대하고 다수의 보존,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지방 및 주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주요 농지 보호를 위한 현지 지원 활동을 발전시키면서 

지역경제개발 목표를 수행하고, 일반인 접근과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늘리며, 뉴욕주의 

공한지 보존 계획 및 주 야생동물 실행계획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된 민간 토지를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토지신탁들은 또한 이 지원 기금을 인가 준비에 사용하고, 뉴욕 

토지신탁 활동을 비영리 단체 거버넌스 및 조직 우수성에 대해 엄격한 전국적 기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Land Trust Alliance 총재 Rand Wentwort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주시고 올해 주 예산에 EPF를 증대해주신 Cuomo 지사, Martens 

커미셔너 및 뉴욕주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EPF와 환경보존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공중보건, 지역사회 및 뉴욕주 경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큰 이득을 주는 비용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임을 몇 번이고 확인하였습니다.” 
 

Land Trust Alliance의 뉴욕주 자문단 단장 겸 Scenic Hudson의 토지보존국장인 Seth 

McKe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환경보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사회의 

토지신탁을 지원하여 뉴욕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토지 보존과 농지 보호를 

위한 뉴욕주 기금과 함께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자연 유산과 농지를 보호 및 관리하고, 

트레일 루트와 수렵 또는 낚시 금지 구역 및 커뮤니티 가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 야외 레크리에이션, 농사 및 임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뉴욕주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공한지 보존 계획 목표를 하나로 

통일하고 지방자치정부의 필요성과 바램에 부응하며 민간 토지소유주와 토지신탁으로 

하여금 그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계속 EPF를 위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원금 규모는 2,100 달러 ~ 75,000 달러 범위입니다. 55개 토지신탁 교부금 중에는 

다음과 같은 Westchester 카운티 소재 여러 현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Teatown Lake 
Reservation, Mianus River Gorge, Westchester Land Trust, Bedford Aududon, 

Lewisboro Land Trust, North Salem Open Land Foundation 및 Pound Ridge Land 
Conservancy.  
 

EPF 교부금은 또한 뉴욕시의 Green Guerrillas 및 Brooklyn-Queens Land Trust, 

Albany/Troy의 Kingston Land Trust, Capital Roots(구 Capital District Community 

Gardens), Grassroots Gardens of Buffalo 및 Buffalo Niagara Land Trust가 시행하는 

녹색 인프라, 도시 트레일 및 커뮤니티 가든 프로그램도 지원할 것입니다. 
 

금년에 교부금을 받는 기타 기관들: Agricultural Stewardship Association, Champlain 
Area Trails, Columbia Land Conservancy, Dutchess Land Conservancy, Finger Lakes 
Land Trust, Genesee Land Trust, Hudson Highlands Land Trust, Mohawk Hudson Land 



 

Korean 

Conservancy, North Shore Land Alliance, Otsego Land Trust, Peconic Land Trust, 

Saratoga PLAN, Thousand Islands Land Trust, Tug Hill Tomorrow Land Trust 및 
Western New York Land Conservancy. 
 

이번 차수의 지원금 내역과 지원 대상 목록에 대한 요약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180만 달러가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교부되었습니다: 

• 뉴욕주 서부 지역 /Finger Lakes/Southern Tier: 11건의 교부금 총 $289,600  

• 뉴욕주 중부 지역 /Mohawk Valley: 5건의 교부금 총 $127,000  

• North Country: 9건의 교부금 총 $275,900  

• 주도 지구: 18건의 교부금 총 $413,690  

• Mid-Hudson: 27건의 교부금 총 $516,810  

• 뉴욕시: 2건의 교부금 총 $51,000  

• Long Island: 4건의 교부금 총 $126,000  

2002년에 보존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이 프로그램은 주 전역의 86개 

토지신탁 기관에 EPF 기금으로 총 647건 1130만 달러의 교부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정부 투자는 지역 사회와 민간 기부자로부터 1,3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일으켰습니다.  
 

2015-16 주 예산은 환경보호기금을 1억 7700만 달러로 1500만 달러 증액하였습니다. 

뉴욕시의 식량 유역을 확보하기 위해 Hudson Valley에 영구 농지 보호를 위해 Wall 

Street 정착 기금으로 추가 2000만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토지 보존 및 공한지에 대한 뉴욕주의 투자가 어떻게 재산 가치를 

증대하고 지방 기업을 지원하며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해주고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는 

지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TPL(Trust for Public Land)이 실시한 2011년도 

조사에 따르면 뉴욕주의 환경보호기금의 투자금 1달러 당 관광으로 인한 총 경제 

수익으로 7달러를 창출했고 정부 비용 및 보건 비용을 절감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EPF 지원금은 뉴욕주에서 가장 생산적인 농지를 보존하는 일을 돕고 

트레일과 기타 유명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대한 출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Hudson Valley 

지역의 8억 달러 규모의 농업 부문과 430만 달러의 관광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한 지역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OIA(Outdoor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뉴욕주의 야외 

레크리에이션은 뉴욕주에서 305,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임금 및 세금 수입으로 

150억 달러를 창출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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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원금 수령 대상 지도 및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신탁연맹 소개: 
 

Land Trust Alliance는 뉴욕주의 90개 지역 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의 1,600개 비영리 

토지신탁을 섬기는 미국 토지신탁 운동의 전국적 리더입니다. 이 연맹은 전주 및 

전국적으로 커뮤니티 공한지 보존의 보조를 가속화하고 질을 높이며 영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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