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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환경 정의 역량 구축 보조금 수상자 발표  

  

 환경보존부, 위 액트 프로그램은 오염에 의해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및 보호 정책을 지원  

  

주 전역에서 18개 지역사회 기반 환경 정의 단체가 지원 활동 확대를 돕고 기후 활동 

동원을 위해 선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환경 정의 역량 구축 보조금 

프로그램(Environmental Justice Capacity Building Grant Program)이 주 전역의 18개 

지역사회 기반 환경 정의 단체(Environmental Justice organization)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의 환경오염으로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은 그룹을 도와 관리, 기술 프로그램 역량을 개발하고, 공중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저소득 지역사회 및 유색인 

지역사회는 오염으로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뉴욕 주민이 집으로 삼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환경을 갖추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지역사회에서 환경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주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2019년 10월에,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vation, DEC)는 주의 

새로운 간소화된 환경 정의 역량 구축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위 액트(WE 

ACT)를 선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보존부와 협력하여 환경 정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뉴욕 전역의 자원 부족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을 통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총 90만 달러의 보조금은 공중보건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심과 

의사 결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참여시키며,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과학 연구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을 대비하며, 이웃의 환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노력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저소득 

지역사회와 유색인 지역사회가 환경오염의 불균형한 몫의 부담을 부담하고 기후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한 모든 계획은 서비스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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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가 뉴욕의 청정 에너지 미래에 대비하고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뉴욕은 역사적으로 불우한 지역사회가 뉴욕의 친환경 인력에 합류할 준비를 마치도록 

일련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환경 정의를 위한 국가적 싸움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는 위 액트의 파트너십에 감사하며 모든 수상자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환경 정의를 위한 위 액트(WE ACT for Environmental Justice)의 Peggy Shepard 

공동창업자 겸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환경 정의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과 함께 주 전역의 풀뿌리 그룹을 지원하는 이러한 보조금에 

대해 Andrew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환경보존부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노던 맨해튼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32년의 경험을 바탕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위임해 주시고 이러한 업무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우리와 같은 단체가 마주하는 난관을 잘 알고 계신 그들께 감사드립니다."  

  

50,000달러의 환경 정의 역량 구축 보조금을 수여하는 수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역  

카이트 네스트(Kite's Nest), 허드슨  

미디어 얼라이언스(Media Alliance), 트로이  

소울 파이어 팜 주식회사(Soul Fire Farm Institute, Inc.), 피터스버그  

  

센트럴 뉴욕  

브래디 페이스 주식회사(Brady Faith Center, Inc.), 시러큐스  

오논다가 어스 코퍼레이션 주식회사(Onondaga Earth Corps, Inc.), 시러큐스  

인근 환경 개선 자원봉사자 주식회사(Volunteers Improving Neighborhood 

Environments, Inc., VINES), 빙엄턴  

  

허드슨 밸리  

그라운드워크 허드슨 밸리(Groundwork Hudson Valley), 용커스  

  

롱아일랜드  

롱 비치 라티노 시빅 어소시에이션(Long Beach Latino Civic Association), 롱 비치  

  

뉴욕시  

BK 로트(BK ROT), 브루클린  

프렌즈 오브 휠즈(Friends of WHEELS), 맨해튼  

쿠퍼 스퀘어 지역사회 개발위원회 주식회사(Cooper Square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 Inc.), 맨해튼  

슈어 위 캔 주식회사(Sure We Can, Inc.), 브루클린  

사우스 브롱크스 유나이트(South Bronx Unite), 브롱크스  

더 캠페인 어겐스트 헝거(The Campaign Against Hunger), 브루클린  

더 가디언즈 오브 플러싱 베이(The Guardians of Flushing Bay, Inc.), 퀸즈  

위 스테이/노스 퀘다모스 주식회사(WE STAY/Nos Quedamos, Inc.), 브롱크스  



 

 

  

웨스턴 뉴욕  

커넥티드 커뮤니티스(Connected Communities), 로체스터  

그래스루츠 가든즈 오브 웨스턴 뉴욕(Grassroots Gardens of Western New York), 

버펄로  

  

환경 정의에 대한 뉴욕의 지속적인 노력은 풍력, 태양열,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저장과 

같은 청정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청정 에너지 투자의 40% 이상이 

빈곤하고 소득이 중간 이하인 지역사회에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에 의해 강조됩니다.  

  

최근에는 서비스 취약 지역의 뉴욕 주민들이 깨끗하고 저렴하며 신뢰할 수 있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지난달에 발표한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1,060만 달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전기차 채택을 가속하고, 7억 1백만 달러 중 

2억 6백만 달러는 낮은 사회 경제적 지역사회가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 및 인프라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번주 초에, 주지사는 금융도구에 대한 제안 변경 사항을 발표해 

뉴욕이 이를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환경 정의 영역을 우선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 정의를 위한 위 액트는 노던 맨해튼의 회원 기반 조직으로, 유색인 및/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건전하고 공정한 환경보건 및 보호 정책 및 관행 수립에 의미있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 액트는 뉴욕시와 워싱턴 

D.C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weact.org 를 

방문하시고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및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팔로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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