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2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28 개 단체에 환경 정의 기금(ENVIRONMENTAL 

JUSTICE FUNDING) 26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  

  

오염과 독소로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영향 

보조금(Community Impact Grant)  

  

환경 및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가 28 개 단체에 지역사회 영향 보조금(Community Impact Grants) 

26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환경 문제로 인해 역사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뉴욕주 전 지역의 저소득층 및 소수자 공동체에서, 환경 및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당연히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이 지역사회 영향 보조금(Community Impact Grants)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뉴욕주 전 지역의 가족과 지역사회들이 친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뉴욕은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강화시키는 환경 프로그램으로 이 나라를 계속 이끌어 갈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전 지역 지역사회의 공중 

보건 문제에 관한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모든 뉴욕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은 미래 세대를 

위해 더욱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인 지구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의 환경 정의 지역사회 영향 보조금 프로그램(Environmental Justice 

Community Impact Grant program)으로 해당 지역사회의 환경 및 공중 보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2006년에 



 

 

시작된 이후, 주민의 지식과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조사 및 홍보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145 개 단체가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으로 약 50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라운드의 기금을 받는 28 개 단체는 (1) 공한지를 정비하고 정화하며, 

(2) 유기농 도시 농장을 만들고, (3) 지역 수로를 개선하며, (4) 환경 교육을 확대하고, (5) 

젊은이들에게 친환경 일자리를 제공하며, (6) 토양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7) 지역사회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구축합니다.  

  

환경보존부(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환경보존부(DEC)는 뉴욕의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 리더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주민의 환경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환경 피해로 역사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지역사회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Tim Kenned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정부 기금은 기타 소외된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필모어 

포워드(Fillmore Forward)의 사명과 메사추세츠 애비뉴 프로젝트(Massachusetts Avenue 

Project)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공중 보건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의 

전체 친환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에 뉴욕이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되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 하원 환경 보존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위원장인 Steve Englebrigh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 정의를 찾고 있는 지역사회들은 역사적으로 오염과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 보조금은 소외된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현지의 요구에 가장 잘 맞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한가지 

방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 교육에서 도시 농업에 이르기까지 환경 피해의 

악영향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경제 전반의 접근 방식을 강조하는 대상이 다양합니다. 

주지사님과 각 지역사회의 환경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기의 많은 단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Sean Ry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지급된 지역사회 영향 

보조금(Community Impact Grants)은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우리 시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뉴욕주 전 지역의 훌륭한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웨스턴 뉴욕 여기의 단체들에게 제공되는 기금으로 이미 이 단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훌륭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의 결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웨스턴 뉴욕의 훌륭한 두 

단체를 확인해 주신 환경보존부(DEC)와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영향 보조금(Community Impact Grants)이 지원된 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구  

• 지역사회 참여 지도 제작을 통해 지역사회에 권한 부여: 99,990 달러, 아버 힐 

개발공사(Arbor Hill Development Corporation)  

• 도시 환경 전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권한 부여: 99,929 

달러, 캐피털 루츠 주식회사(Capital Roots Inc.)  

• 더 네이처 연구소 환경 교육 센터(The NATURE Lab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발족: 100,000 달러, 미디어 얼라이언스 주식회사(Media Alliance, Inc.)  

• 올버니 사우스 엔드 환경 정의 프로젝트(Albany South End Environmental Justice 

Project) 확대: 100,000 달러, 레딕스 생태계 지속 가능성 센터(RADIX Ecological 

Sustainability Center)  

  

서던 티어  

• 뉴욕주 이타카의 소외받는 주민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인 자재 재사용: 93,525 

달러, 핑거 레이크스 리유즈 주식회사(Finger Lakes ReUse Inc.)  

  

핑거 레이크스  

• 도시 농업 참여 및 식품 폐기물 전환 프로그램(Urban Agriculture Engagement and 

Food Waste Diversion Program): 100,000 달러, 블루프린트 제네바 

주식회사(Blueprint Geneva, Inc.)  

• 그린 비전스 인력 개발 프로그램(Green Visions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 및 지역사회 정원: 100,000 달러, 프랜즈 어브 더 가든 에어리얼 

주식회사(Friends of the Garden Aerial Inc.)  

• 로체스터 소재 건강 주택의 잠재적인 환경 정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참여 지원: 98,330 달러, 로체스터 시 전체 세입자 연합(Rochester's City-Wide 

Tenants’ Union, CWTU)의 재정적인 후원자인 로체스터 피플스 기후 연합 

주식회사(Rochester Peoples Climate Coalition, Inc.)  

  

미드 허드슨 밸리  

• 비전에서 현실까지: 더 용커스 그린웨이 커뮤니티 파크(Yonkers Greenway 

Community Park): 100,000 달러, 그라운드워크 허드슨 밸리(Groundwork Hudson 

Valley)  

• 포키프시 가든스(Poughkeepsie Gardens): 100,000 달러, 포키프시 팜 

프로젝트(Poughkeepsie Farm Project)  

• 더 용커스 블루 팀(The Yonkers Blue Team): 연구 및 젊은이 참여를 통한 지역 

수질 문제 해결: 100,000 달러, 베젝 환경 교육 센터(Beczak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의 재정적인 후원자인 사라 로렌스 칼리지(Sarah Lawrence 

College)  



 

 

  

롱아일랜드  

• 강변 해안 트레일 제 2 단계 개발 및 프로그램(Riverside Maritime Trail Phase II 

Development & Programming): 50,000, 플랜더스, 리버사이드 앤드 노샘프턴 

커뮤니티 협회 주식회사(Flanders, Riverside and Northampton Community 

Association, Inc.)  

• 프로젝트 베이 에어리어(Project BAY AREA): 100,000 달러, 롱비치 라틴계 시민 

협회(Long Beach Latino Civic Association)  

 

뉴욕시  

• 폴리네이터 레인가든(Pollinator Raingarden): 72,953 달러, 브롱크스 리버 

얼라이언스 주식회사(Bronx River Alliance, Inc.)  

• 저소득층 HDFC 환경 복원력 프로젝트(Low Income HDFC Environmental 

Resiliency Project): 100,000 달러, 쿠퍼 스퀘어 지역사회 개발 위원회(Cooper 

Square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  

• 티베츠 복원, 탐사, 정화(Tibbetts Restoration, Exploration and Clean-Up, TREC): 

99,995, 프랜즈 어브 밴 코틀랜드 파크 (Friends of Van Cortlandt Park)  

• 가워너스 운하 보존 학교 정화 및 친환경 프로그램(Gowanus Canal Conservancy 

School Clean & Green Program): 99,702 달러, 가워너스 커낼 컨서번시 

주식회사(Gowanus Canal Conservancy, Inc.)  

• 환경 (부)정의 지도 제작 (Mapping Environmental (In)Justice): 89,664 달러, 

네이버즈 얼라이드 포 굿 그로쓰(Neighbors Allied for Good Growth)  

• 공공 용지 대기 모니터링 연구를 위한 도시 실험실(Urban Lab for Open Spaces 

Air Monitoring Study): 99,003 달러, 오픈 스페이스 얼라이언스 포 노스 

브루클린(Open Space Alliance for North Brooklyn)  

• 쇼어 코어(Shore Corps): 환경 지킴이 청소년 인턴쉽 및 인력 개발 

프로그램(Green Stewards Youth Internship &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 

100,000 달러, 로커웨이 워터프론트 얼라이언스 주식회사(Rockaway Waterfront 

Alliance, Inc.)  

• 브롱크스 리버(Bronx River) 수질 및 병원균 수준 측정: 77,577 달러, 로킹 더 보트 

주식회사(Rocking the Boat, Inc.)  

• 더 브롱크스 이즈 블루밍(The Bronx is Blooming)의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리더를 위한 프로그램(Program for Leaders Advancing their Community's 

Environment, PLACE): 100,000 달러, 더 브롱크스 이즈 블루밍  

• 이스트 뉴욕 건강한 토양 프로그램(East New York Healthy Soil Initiative): 

100,000 달러, 유나이티드 커뮤니티 센터스 주식회사(United Community Centers, 

Inc.)  

• 선셋 파크(Sunset Park) 재생 에너지 교육 프로젝트(Regenerative Energy 

Education Project, REEP): 50,000 달러, 업로우즈 주식회사(UPROSE Inc.)  



 

 

• 인우드의 기후 변화 관련 보건 영향에 관한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 및 기획 

프로젝트(A Community-Based Education and Planning Project about Climate 

Change-Related Health Impacts in Inwood): 100,000 달러, 웨스트 할렘 환경 행동 

주식회사(West Harlem Environmental Action, Inc.)  

• YMPJ 대기, 수질, 식품 취약성 프로젝트(YMPJ Air, Water & Food Vulnerability 

Project): 100,000 달러, 유쓰 미니스트리스 포 피스 앤드 저스티스 

주식회사(Youth Ministries for Peace and Justice, Inc.)  

 

웨스턴 뉴욕  

• 더 스퀘어 커뮤니티 가든 및 파머스 마켓 프로젝트(The Square Community 

Garden & Farmers Market Project): 93,830 달러, 필모어 포워드 

주식회사(Fillmore Forward, Inc.)의 재정적인 후원자인 브로드웨이-필모어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시스 주식회사(Broadway-Fillmore Neighborhood 

Housing Services, Inc.)  

• 그로잉 그린(Growing Green) : 75,500 달러, 메사추세츠 애비뉴 프로젝트 

주식회사(Massachusetts Avenue Project Inc.)  

  

환경보존부(DEC)는 또한 지역사회에서 환경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환경 및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지사의 공약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기회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일부 단체의 경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 직원, 자원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한 환경보존부(DEC)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의 업무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능률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을 관리하여 환경 정의를 해결해 온 역사를 지닌 

인정받는 비영리 단체들의 제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환경 정의를 지키는 촛점을 맞춘 지역사회 기반의 뉴욕주 단체들이 관리, 

기술, 프로그램 역량을 개발하고, 공중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비영리 단체는 2019년 2월 1일까지 보조금 

게이트웨이(Grants Gateway)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환경 정의 

사무국(Office of Environmental Justice)의 웹 페이지와 보조금 게이트웨이(Grants 

Gatewa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프로그램들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s://www.dec.ny.gov/public/31403.htm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조금(DEC)의 보조금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s://dec.ny.gov/public/31226.htm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grantsmanagement.ny.gov/
https://grantsmanagement.ny.gov/
https://www.dec.ny.gov/public/31226.html
https://www.dec.ny.gov/public/31403.html
https://dec.ny.gov/public/312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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