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8월 15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해위해위해위해 환경환경환경환경 정의정의정의정의 보조금으로보조금으로보조금으로보조금으로 1백만여백만여백만여백만여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환경 정의 보조금 1백만여 달러가 다양한 환경적 위해와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는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는 뉴욕주 소재 34개 기관에 지원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오염 시설, 공기 모니터링, 도시 수목 식재 활동, 커뮤니티 가든,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환경 정의 커뮤니티 임팩트(Community Impact) 보조금은 뉴욕주에서 오염 및 기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는 저소득 및 사회적 빈곤 지역에게는 중요한 자원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확대 일로에 있는 녹색 공간 확대와 직접 재배한 농산물 증대에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오염 개선 활동, 교육 활동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업은 보다 건강한 환경을 가꾸는 데 

기여하고 이들 커뮤니티 거주자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들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최고 5만 달러가 지원되는 환경 정의(EJ)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은 뉴욕주 환경보전부(DEC)를 

통해서 제공되었습니다. 나아가, DEC는 처음으로 녹색보석보조금(Green Gems Grants)을 

내놓았습니다. 이 보조금은 커뮤니티 가든 또는 수목 식재와 같은 프로젝트를 위한 녹색 공간을 

마련하고, 개선하고, 유지하고, 사용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녹색보석보조금은 EJ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의 일부분입니다. 각 녹색보석 수령 단체는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2,500 

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로 수령하며, 이에 소요되는 총액은 11만여 달러에 이릅니다. 

 

“뉴욕시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르기까지, 뉴욕주의 EJ 커뮤니티는 녹색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며, 커뮤니티 가든을 통해서 신선한 채소를 제공하고 공기 및 수질 문제에 대처할 

프로젝트를 위해서 주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라고 DEC의 Martens 장관이 말했습니다. 

“DEC와 Cuomo 행정부는 환경적 정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고농도 

오염원으로 인해 이미 지나치게 시달리고 있는 커뮤니티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J 보조금 프로그램은 환경 및/또는 보건 문제와 관련한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환경 문제에 시달려온 저소득 계층 및 소수민족 사회에 특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문제는 전통적으로 많은 수의 규제 시설 또는 오염 부지, 소음, 공기 및 

수질 오염, 건강 문제, 녹색 공간과 수변 접근 부족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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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 커뮤니티 영향 및 녹색보석보조금 수령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 Gowanus Canal Conservancy – 브루클린 – Gowanus Canal과 관련된 환경 과제에 초점을 둔 

중학교 교과과정을 개발 및 이행하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49,836 달러 

• West Harlem Environmental Action, Inc. (환경적 정의를 위한 WE ACT) – 맨해튼 – 기후 및 

보건과 같은 환경적 건강 문제, 가정에서의 유독 물질 노출을 이해하고 줄이는 문제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의 역할에 대한 커뮤니티 교육을 위해 마련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50,000 달러 

• United Community Centers, Inc. – 브루클린 – 도시 농업 활동 확대, 지역 재배 농산물 

가용성 증대 및 지속적인 식품 정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34,965 

달러  

• North Shore Waterfront Conservancy – Staten Island – 지역 홍수 취약 지역 및 "위험 장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49,970 달러 

• Rocking the Boat – Bronx – 생활 구역 복구에서 수질 감시, Bronx River의 안전한 접근 활동 

홍보에 이르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취약 청소년의 기술 및 리더십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50,000 달러  

• Outrage – 브루클린 – Greenpoint 동네에서의 고형 폐기물 처리 및 이에 수반되는 트럭 

통행과 관련된 위험을 자세히 파악, 평가, 식별하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50,000 

달러  

• UPROSE – 브루클린 – 거리의 공기 질을 모니터링하고 민간 및 공공 부문 

의사결정권자들에게 Sunset Park의 커뮤니티 지속가능성 및 복원 활동을 위한 개선 문제에 

참여하게 하는 커뮤니티 기반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49,992 달러 

• Two Bridges Neighborhood Council – 맨해튼 – 지역의 운송 인프라가 환경 및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이 지역의 폭풍 해일 발생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50,000 달러 

• Neighbors Allied for Good Growth – 브루클린 – Greenpoint/Williamsburg 지역의 환경적 

부담에 대해 과거에 실시한 분석 및 평가를 포함해 다양한 자료를 통한 정보 통합 커뮤니티 

교육 캠페인을 수행하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50,000 달러 

• a.i.r. Harlem – 맨해튼 – 100 가구에서의 천식 발생을 줄이면서 모니터링 및 연구 확대를 

통해 집중적, 주도적, 지속적인 천식 유발 감소 활동의 상대적인 효능을 보여주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50,000 달러 

• Human Impacts Institute – 브루클린 – North Brooklyn에 있는 가구, 다가구 거주 시설 및 

환경에 유독성 청소 제품이 끼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커뮤니티 교육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40,410 달러 

• Added Value and Herban Solutions – 브루클린 – 도시 농업, 비료화처리, 

아웃리치(outreach)에 대한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보다 넓은 의미의 도시 농업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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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선별된 커뮤니티 리더 그룹을 교육하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40,000 달러 

• Bronx River Alliance – Bronx – Lower Bronx River의 Starlight Park에서의 수질 감시를 

포함하는 고등학교 환경과학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녹색 보석 보조금 10,000 

달러 

• Fifth Street Farm Project – 맨해튼 – 그룹의 옥상 농장을 중심으로 여름 청소년 취업 및 

기술 교육 활동을 위한 녹색 보석 보조금 달러 

• Friends of Van Cortland Park – Bronx – Van Cortland Park 근처에 자리한 이 기관의 청소년 

운영 파머스 마켓 스탠드(Youth Operated Farmers Market Stands)를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녹색 보석 보조금 10,000 달러 

• Lower East Side Girls Club of New York – 맨해튼 – 이 기관에서 최근 설치한 옥상 초원의 

꽃가루 매개자 서식지를 중심으로 연구실험실을 설립하기 위한 녹색 보석 보조금 10,000 

달러 

• St. Mary’s Urban Farm – 맨해튼 – 보다 넓은 의미의 도시 농업 활동이라는 맥락에서 교회 

지역의 오염된 토양의 생물적 환경 정화에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보석 

보조금 9,975 달러 

•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 맨해튼 – 초강력 태풍 Sandy 발생 시 침수된 여러 커뮤니티 가든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 보석 보조금 8,000 달러 

 

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Long Island) 

• Long Beach Latino Civic Association – 롱비치 – 초강력 태풍 Sandy로 침수된 지역의 토양, 

공기, 수질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커뮤니티 인식과 교육 활동에 통합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49,840 달러 

• Starflower Experiences – Wyandanch –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환경 교육 

활동을 펼치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24,800 달러 

 

Hudson Valley: 

• Quassaick Creek Watershed Alliance – Newburgh – 피트니스 트레일, 서식지 복구, 그린 

인프라가 포함되는 Quassaick Creek 주변의 공공 용지의 설계 및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49,539 달러 

• Groundwork Hudson Valley – Yonkers – Southwest Yonkers의 위험에 처한 십대들을 위한 

유급 환경 인턴십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45,315 달러 

• College Park Revitalization Committee – Poughkeepsie – College Hill Park의 Clarence Lown 

Memorial Rock Garden 재활성화 및 다른 용도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보석 보조금 8,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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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주도주도주도 지구지구지구지구 

• Capital District Community Gardens – Troy – 도시 농업 활동을 확대하고 Troy High School의 

빈곤 계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50,000 달러 

• North Troy Environmental Education Consortium – Troy – Glenn Avenue와 101
st
 Street 사이에 

있는 6
th

 Avenue의 나대지에 여러 커뮤니티 가든 및 관련 프로그램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49,316 달러 

• AVillage, Inc. – Albany – 커뮤니티 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및 표준화와 새로운 장비에 

투자하기 위한 녹색 보석 보조금 5,000 달러  

 

Central New York 및및및및 Mohawk Valley: 

• Partnership for Onondaga Creek – Syracuse – Syracuse의 저소득 계층 지역에서 환경 교육 및 

청소년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50,000 달러 

• Jubilee Homes of Syracuse – Syracuse – 기존의 도시 농업 활동에 과한 청소년 리더십 개발 

및 직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보석 보조금 10,000 달러 

• For the Good, Inc. – Utica – 기존의 커뮤니티 가든을 확대하고, 아웃리치 및 교육 활동을 

증대하며, 희망하는 가든 개선 활동에 대한 커뮤니티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48,126 달러 

 

Western New York: 

• Buffalo Niagara Riverkeeper – Buffalo – 저소득 계층 지역 출신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환경 과학에 중점을 둔 몰입형 교육 및 멘토링 시스템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49,535 달러 

• Groundwork Buffalo – Buffalo – Hamlin Park 지역에 있는 나대지를 빗물 정원 및 관련된 

환경 교육 활동 지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25,073 

달러 

• Schiller Park Community Services – Buffalo – 나대지를 주변 녹지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보석 보조금 10,000 달러 

• Seneca Street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 Buffalo – 커뮤니티 가든 및 도시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토양 테스트 및 커뮤니티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녹색 보석 보조금 

8,536 달러 

• Niagara Arts and Cultural Center – 나이아가라 폭포 – 나대지를 커뮤니티 가든으로 전환할 

때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토양 검사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된 환경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보석 보조금 10,000 달러 

 

EJ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DEC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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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ec.ny.gov/public/333.html를 방문하거나 DEC 환경적 정의 사무국(518-402-8556)으로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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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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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