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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3백만 달러의 환경 정의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ENVIRONMENTAL JUSTICE COMMUNITY IMPACT GRANTS) 발표  

 

이 보조금은 저소득 커뮤니티의 환경 및 공중 보건 개선 프로젝트를 촉진시킬 것 

 

주요 환경 정의 이니셔티브(Environmental Justice Initiative)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단일 보조금 지원이 될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저소득 및 소수 커뮤니티의 환경 및 공중 보건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3백만 달러 규모의 환경 정의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Environmental 

Justice Community Impact Grants)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적극적인 

환경 정의 이니셔티브(Environmental Justice, EJ)의 일환으로, 이 보조금은 이번 년도 주 

예산 내 확대된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에 포함되었습니다. 

3백만 달러 이상이 주 전역 커뮤니티에 지원될 것이며, 이는 지난 10년간 지속된 

이니셔티브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보조금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주민들이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지난 10년 간, 한 번에 한 

커뮤니티씩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조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뉴욕 전역의 더 많은 커뮤니티의 환경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 보장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은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환경정의국(Office of Environmental Justice)을 통해 관리됩니다. 2006년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환경보존부 는 주 전역의 121개 환경 정의 프로젝트에 4백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뉴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협동 관리 콘퍼런스(New York City 

Sustainable Development & Collaborative Governance Conference)에서 오늘의 

기록적인 환경 정의 보조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의 기록적인 환경 정의 보조금을 발표하며,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각 지역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주 전역의 모든 

커뮤니티를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공중 보건 프로젝트에 



집중함으로써, 이 보조금은 취약한 뉴욕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며, 또 그들 

삶의 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 품질을 개선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커뮤니티 기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지난 10년 간 달성한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지원되는 EPF 

보조금 증가로 주 전역의 수많은 신규 EJ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강화 및 가속화될 것이며, 

앞으로 수년 간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커뮤니티 기반 비영리 단체는 영향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 및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할 프로젝트에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Community Impact Grant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영향권 지역 커뮤니티에 주 사무실을 두어야 하며, 한 도시, 

타운 혹은 자치구 주민에 봉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 연간 매출이 300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5만 달러까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개선시켜야만 하며,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의 지식을 확장하는 

데 사용될 연구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가 지원한 이전 프로젝트들에는 도시 과학, 수질/공기 품질 모니터링, 도시 

농업,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 커리큘럼 개발, 녹색 인프라 설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프로젝트의 전체 리스트와 지원금 선정 기관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 신청 전에 보조금 게이트웨이(Grants 

Gateway)에 등록하고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보조금을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웹 기반 보조금 관리 툴입니다. 일단 등록 및 사전 심사가 

완료되면, 단체는 보조금 게이트웨이(Grants Gateway)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지시 사항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부 의 환경정의국(Office of Environmental Justice)은 단체들에게 보조금 절차에 

관해 교육하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11월 30일 오후 1시 30분에 웹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웹 세미나 등록은 이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 정의 커뮤니티 임팩트 보조금(Environmental Justice Community Impact Grant) 

신청 마감일은 1월 31일 오후 3시입니다.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환경보존부 

환경정의국(Office of Environmental Justice) 866.229.0497 또는 justice@dec.ny.gov로 

문의하시거나 http://www.dec.ny.gov/public/333.html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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