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전역 지역사회 기반 환경 정의 커뮤니티의 녹색 일자리(GREEN 

JOBS) 훈련에 백만 달러 수여  

  

주지사, 도시 환경 교육 센터(Urban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s)용으로 추가 

백만 달러 규모의 새 보조금 이용 가능성 발표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환경 정의 및 실업 문제에 맞서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녹색 일자리 보조금(Green Jobs for Youth grants)을 뉴욕 전역 열 

군데 단체에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가 도시 환경 교육 센터의 발전을 통하여 환경 교육 

장려 계획을 지원하는 백만 달러 규모의 새 보조금 신청서를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비스가 부족한 뉴욕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녹색 

인력 발전을 지원하면 건강한 삶과 환경 정의를 장려하는 동시에 청정 에너지, 빗물 관리 

계획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를 위해 경제 

기회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남성, 여성, 아동이 청정 에너지 경제 성장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여 더 나은, 더 건강한 뉴욕을 만들 것입니다.” 

  

뉴욕의 녹색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금은 2017 주지사 시정 방침 보고(State of the 

State)에서 적극적인 환경 정의 공약으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기금을 받는 훈련 

프로그램은 도시 농업 분야 기업가 정신, 녹색 인프라의 필요 기술, 태양 에너지 설치 

훈련을 포함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녹색 직업 보조금은 다음 단체에 수여되었습니다.  

  

뉴욕시:  

• West Harlem Environmental Action, Inc. - 태양 에너지 설치 훈련을 제공하는 

WEACT 직원 훈련 프로그램(WEACT Worker Training Program)에 8만 달러.  



 

 

• St. Nicks Alliance Corp. - 녹색 인프라 훈련을 제공하는 에메랄드 계획(Emerald 

Initiative)에 64,500 달러.  

• Sustainable South Bronx - 태양 에너지 설치 훈련을 제공하는 캡쳐링 더 

선(Capturing the Sun) 프로젝트에 10만 달러.  

• United Community Centers - 이스트 뉴욕 농장에 10만 달러! 도시 농업 훈련을 

제공하는 청소년 프로그램(Youth Program).  

  

미드 허드슨 밸리:  

• Poughkeepsie Farm Project - 도시 농업 훈련을 제공하는 포키프시 도시 농업 

계획(Urban Farming Initiative)에 10만 달러.  

  

주도 지역:  

• Social Enterprise and Training Center - 녹색 인프라 및 에너지 효율 훈련을 

제공하는 SEAT 센터 녹색 계획(SEAT Center Green Initiative)에 10만 달러.  

  

센트럴 뉴욕:  

• Workforce Investment Board of Herkimer, Madison & Oneida Counties Inc. 

(미드타운 유티카 커뮤니티 센터를 위한 국가 재정 후원업체) - 태양 에너지 설치 

훈련을 제공하는 새로운 미국 녹색 직업 훈련 프로그램(New American Green 

Careers Training Program)에 10만 달러.  

• Volunteers Improving Neighborhood Environments Inc. - 도시 농업 훈련을 

제공하는 빙엄턴 인력 성장 프로젝트(Grow Binghamton Workforce Development 

Project)에 10만 달러.  

  

웨스턴 뉴욕:  

• Groundwork Buffalo, Inc. - 도시 농업 훈련을 제공하는 신선한 음식 친구들(Fresh 

Food Fellows) 프로젝트에 99,977 달러.  

• People United for Sustainable Housing, Inc. - 녹색 인프라 훈련을 제공하는 환경 

관리 청소년 훈련 프로그램(Environmental Stewardship Youth Training 

Program)에 10만 달러.  

  

해당 보조금은 DEC가 2017년 뉴욕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과 

함께 운영하며, 환경 정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용 8백만 달러 규모 기금을 포함합니다.  

  

주지사가 발표한 도시 환경 교육 센터용 추가 백만 달러 보조금은 기후 변화에 맞서는 

뉴욕주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 환경 교육 센터가 얻을 새 보조금은 DEC가 

관리하며, 주지사의 환경 정의 공약을 지원하고 교육을 장려합니다. 해당 보조금은 



 

 

지역사회 기반 단체용으로, 도시 지역에 환경 교육 센터를 개발하여 주민에게 환경, 생태, 

환경 정의 문제, 녹색 기술, 도시 환경 지속 가능성에 관하여 교육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조금은 뉴욕주 Grants Gateway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2018년 2월 2일 오후 

3시에 마갑됩니다.  

  

DEC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녹색 직업 보조금은 

DEC의 새 기금이며 이웃에서 녹색 직업을 장려하려는 지역사회 단체의 대단한작업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환경 문제에 직면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뉴욕의 

녹색 인력이 될 준비가 되고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 환경보존위원회(Sen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 

위원장인 Tom O’M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녹색 직업 

보조금과 도시 환경 교육 센터는 뉴욕주가 청정 에너지 경제 분야에서 굳건한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진행 중인 전략의 일환으로, 중요한 계획입니다.”  

  

환경 정의 보조금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DEC 

웹사이트 www.dec.ny.gov/public/333.html에서 확인하거나 DEC 환경 정의 사무실  

518-402-8556으로 연락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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