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단체들에게 수여된 140만 달러의 환경 정의 지역사회 

영향 보조금(ENVIRONMENTAL JUSTICE COMMUNITY IMPACT GRANTS)에 대해 

발표 

 

친환경 직업 훈련, 대기 질, 거리 쓰레기 제거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게 될 지역사회 영향 

보조금(Community Impact Grants)  

 

주지사, 친환경 직업 훈련에 사용 가능한 100만 달러의 추가 보조금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친환경 일자리, 대기 질, 거리 쓰레기 제거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 전 지역의 지역사회 단체 24 곳에 140만 달러가 수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00만 달러 규모의 2017년도 젊은이를 위한 친환경 직업(2017 

Green Jobs for Youth)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적 부담과 위험 등 여러 원인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들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환경 활동의 리더로 지내왔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친환경 프로젝트(green projects)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를 지원함으로써 

저희는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나아진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직업 훈련을 위한 100만 달러의 기금 외에도 이 보조금 지급을 통해 뉴욕 주 전 지역에서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위한 친환경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뉴욕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와 Marcos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은 오늘, 브롱크스의 헌츠 포인트 

리버사이드 파크(Hunts Point Riverside Park)에서 개최된 2016년-2017년 환경 정의 

지역사회 영향 보조금(Environmental Justice Community Impact Grants) 수령 단체들을 

발표했습니다. 보조금은 뉴욕시, 미드 허드슨 밸리, 주도 지역, 센트럴 뉴욕에 있는 

단체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환경보존부(DEC)가 관리하는 환경 정의 지역사회 영향 보조금(Environmental Justice 



Community Impact Grant)은 뉴욕의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주지사는 환경 정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뉴욕의 투자를 200만 달러에서 기록적인 800만 달러로 증가시켰으며 

올해에 이 공약을 유지했습니다. 2016년-2017년의 보조금 수여 기간 동안 수여된 

보조금의 최대 액수는 5만 달러입니다.  

 

환경 정의 지역사회 영향 보조금(Environmental Justice Community Impact Grants)이 

다음 단체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수로 및 거리 쓰레기 제거(Waterway and Street Trash Elimination): 40,261 달러, 

Bronx River Alliance  

 가로경관 조성(Creating a Streetscape): 47,707 달러, Concrete Safaris, Inc.  

 로어 이스트 사이드 환경 복원 프로젝트(Lower East Side Environmental 

Resiliency Project): 50,000 달러, Cooper Square Community Development  

 리버사이드 해양 트레일 파크 계획(Riverside Maritime Trail Park Plan): 50,000 

달러, Flanders, Riverside and Northampton Community Association, Inc.  

 티벳츠 브룩 및 반 코틀랜드 레이크 연구(Tibbetts Brook & Van Cortlandt Lake 

Study): 29,924 달러, Friends of Van Cortlandt Park  

 고와너스 블루 스쿨스(Gowanus Blue Schools): 49,999 달러, Gowanus Canal 

Conservancy, Inc.  

 유스 틸러스 친환경 일자리 공사(Youth Tillers Green Jobs Corp): 48,498 달러, 

The Youth Farm  

 이스트 리버 파크 복원 프로그램(East River Park Restoration Program): 35,080 

달러, 로어 이스트 사이드 생태학 센터(Lower East Side Ecology Center)를 

운영하는 아웃스탠딩 리뉴얼 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Outstanding Renewal 

Enterprises, Inc.) 

 해안 공사(Shore Corps): 그린 스튜워즈 청년 인턴십 및 인력 개발 

프로그램(Green Stewards Youth Internship and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 50,000 달러, Rockaway Waterfront Alliance, Inc. 

 브롱크스 리버 수질 및 병원균 농도 측정(Measuring Bronx River Water Quality 

and Pathogen Levels): 권한 이양을 위한 인식(Awareness Leading to 

Empowerment): 48,162 달러, Rocking the Boat, Inc.  

 좋은 지구, 좋은 정원(Good Earth, Good Gardens): 40,120 달러, Starflower 

Experiences, Inc.  

 더 포인트 도시 농장 빗물 포집 시스템 및 꽃가루 매개체 레인 가든(THE POINT 

Urban Farm Rainwater Capture System and Pollinator Rain Garden): 37,576 

달러, Sustainable South Bronx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리더를 위한 프로그램(The Program for Leaders 

Advancing their Community’s Environment): 50,000 달러,브롱크스는 개화중(The 

Bronx is Blooming)  

 Give Trees a Chance: 사우스 브롱크스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in South 

Brooklyn): 50,000 달러, The Green-Wood Historic Fund  

 이스트 뉴욕 퇴비 프로젝트(East New York Compost Project): 50,000 달러, 

United Community Centers, Inc. 

미드 허드슨 밸리:  

 포키프시 가든스(Poughkeepsie Gardens): 50,000 달러, Poughkeepsie Farm 

Project  

 차세대 재배자 훈련(Tr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Growers): 44,288 달러, 

YMCA of Kingston and Ulster County 

주도 지역:  

 노스 베이 재생 프로젝트(North Bay ReGeneration Project): 미래를 위한 

친환경(Greening the Future): 49,714 달러, Kite’s Nest 

 업타운 섬머(Uptown Summer): 노스 트로이의 환경 스튜어즈(Environmental 

Stewards of North Troy): 49,940 달러, Media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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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50,000 달러, A Village  

 노스 센트럴 트로이의 성장하는 친환경 지붕(Growing Green Roofs in North 

Central Troy): 50,000 달러, Capital Roots 

센트럴 뉴욕:  

 올버니 시 건강한 가정 프로그램(City of Auburn Healthy Homes Initiative): 33,805 

달러, Homesite Fund, Inc.  

 건강한 가정 워크숍 및 개발 프로그램(Healthy Homes Workshops & Development 

Program): 47,026 달러, NEHDA Inc. 

 대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소년 탐사(Youth Exploration in Improving Air 

Quality): 49,965 달러, Onondaga Earth Corps, Inc. 

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i) 지역 사회의 오염 시설 목록, (ii) 공기 감시, (iii) 친환경 옥상, (iv) 도시 나무 

심기, (v) 지역사회 정원, (vi)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 (vii) 납 및 수은 제거 프로젝트. 

 

2006년 설립된 이환경 정의 지역사회 영향 보조금(Environmental Justice Community 

Impact Grant)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및/또는 공공 보건 문제를 다루는 지역 사회 기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500만 달러 이상 지급되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소음, 대기 및 수질 오염, 건강상의 문제, 녹지 공간 및 부두 진입로 부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불균형적인 짐을 

짊어져 왔던 저소득 지역사회 및 유색 인종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조금을 위한 친환경 직업에 100만 달러 지원 가능 

모든 뉴욕 주민들이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경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보존부(DEC)는 2017년도 젊은이를 위한 친환경 직업(2017 Green Jobs for Youth) 

프로젝트 보조금을 위해 환경보호기금(EPF)의 100만 달러 보조금 신청서를 

요청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청정 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도시 농업 분야의 지역 

친환경 인력 개발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단체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수여 범위는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최근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 정의 

및 공정한 전환 실무 그룹(Environmental Justice and Just Transition Working Group)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실무 그룹은 환경 정의와 공정한 전환 원칙으로 모든 기관 정책을 

통합하여 2017년 시정연설에서 확인된 환경 정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떤 실무 제품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실무 

그룹 회의가 7 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사회 영향 보조금(Community Impact Grants)은 

이 훌륭한 단체들과 프로젝트들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지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도로 

및 수로 쓰레기 제거와 지역사회와 자연과의 연결에서부터 친환경 직업 훈련과 대기 

오염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이 프로젝트들은 여러 환경적 부담에 직면해 있는 

지역사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Marcos A.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우 유용한 환경 정의 

보조금(Environmental Justice Grants)을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NYSDEC)와 협력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브롱크스는 특히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무관심했던 정책으로 인해 당연하게도 극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단체들이 생겨 났고 투쟁하여 그 경향을 바뀐 뒤 엄청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환경 및 경제 발전 르네상스. 오늘날 저희는 뉴욕의 모든 지역사회를 

위해 이러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위원회(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의 위원장인 Steve 

https://grantsgateway.ny.gov/IntelliGrants_NYSGG/module/nysgg/goportal.aspx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Environmental_Justice_and_Just_Transition_Working_Group.pdf


Englebrigh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조금 프로그램은 환경 정의를 

구현하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기후 변화와 오염은 

이들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조금 기회를 통해 환경 정의를 구현하는 지역사회들이 문제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자원을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지역 사회를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는 또한 숙련된 청정 

에너지 및 인프라 인력을 확보하면서 다른 인력들이 대기 오염 문제에 주력하는 한편 

지속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및 부동산을 재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직업 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그 단체들에게 그러한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환경 정의 보조금 프로그램(Environmental Justice Grants Program)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 환경보존부(DEC) 웹 사이트 www.dec.ny.gov/public/333.html을 

방문하시거나 518-402-8556번으로 환경 정의 환경보존부 사무소(DEC Office of 

Environmental Justice)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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