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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상설 환경 정의 자문 위원회(ENVIRONMENTAL JUSTICE ADVISORY 

BOARD) 및 조정 협의체(INTERAGENCY COORDINATING COUNCIL) 창설 법안에 

서명  

  

환경 정의 자문 위원회(Environmental Justice Advisory Board)는 뉴욕에서 포괄적 인 

환경 정의 정책을 위한 모델 창출  

  

상호 협의체(Interagency Coordinating Council)는 환경 정의 정책을 구현하는 주정부 

기관 계도  

  

  

Cuomo 주지사는 오늘 상설 환경 정의 자문 위원회(ENVIRONMENTAL JUSTICE 

ADVISORY BOARD) 및 조정 협의체(INTERAGENCY COORDINATING COUNCIL) 

창설 법안(S.2385/A.1564)에 서명했습니다. 자문 위원회(Advisory Board)는 인종, 소득, 

성별 및 출신에 관계없이 뉴욕 주민들이 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 및 정책 

개발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는 모범적인 환경 정의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상호 협의체(Inragency Coordinating Council)는 환경 정의 

정책을 시행하는 각 주정부 기관에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소득층 및 소수자 지역사회는 

불공평하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 심각한 천식 및 기타 만성 

건강 질환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자문 기구를 마련하는 것은 환경 정의 정책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타 조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자리를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역사적인 잘못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경 정의 자문 위원회(Environmental Justice Advisory Board)는 주지사 및 의회 

지도자가 임명합니다. 자문 위원회의 의무는 주정부 기관의 작업에 적용 가능한 

모범적인 환경 정의 정책을 채택하고, 주지사 및 입법부에 환경 정의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며, 주 또는 연방 정부가 제안한 환경 정의 관련 환경 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6명으로 이루어진 자문 위원회(Advisory Board)는 소수자 및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의 대표 5명, 비즈니스 지역사회 대표 4명, 환경 보존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는 

주정부 또는 국가 기관의 대표 7명으로 구성됩니다.  



  

환경 정의 조정 협의체(Environmental Justice Interagency Coordinating Council)는 환경 

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 경제 개발(Economic 

Development) 커미셔너,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미셔너, 환경시설 

공단(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대표,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대표, 전력청(Power 

Authority) 청장을 비롯해 영향을 받는 기관에서 지정한 환경 정의 코디네이터 등을 

포함한 다수의 정부 기관의 커미셔너로 구성됩니다. 조정 협의체(Interagency 

Coordinating Council)의 의무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유지함으로써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정책을 채택하고 주정부 기관 및 대중을 위해 환경 정의 

관련 정보의 통제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주정부 기관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Kevin Park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자문 기구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오랫동안 지속된 환경 부정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종교, 소득 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하고 친환경적인 뉴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선도해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Crystal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 다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는 인종이나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뉴욕 주민의 환경을 

보호하는 보다 포괄적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전국을 선도하여 기후 변화에 

대항하는 주로서, 우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뉴욕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뉴욕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신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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