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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ANDY 1주년을주년을주년을주년을 맞이하여맞이하여맞이하여맞이하여 폭풍의폭풍의폭풍의폭풍의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입은입은입은입은 커뮤니티들에커뮤니티들에커뮤니티들에커뮤니티들에 GOOGLE이이이이 태블릿을태블릿을태블릿을태블릿을 

기증함을기증함을기증함을기증함을 발표발표발표발표  

Sandy의의의의 피해를피해를피해를피해를 입은입은입은입은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경로당경로당경로당경로당 및및및및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센터와센터와센터와센터와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센터에센터에센터에센터에 Google이이이이 

17,000대의대의대의대의 Nexus Tablet을을을을 기증기증기증기증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수퍼폭풍 Sandy의 1주년에 즈음하여 Google이 폭풍의 피해를 입은 

뉴요커들을 지원하기 위해 17,000대의 Nexus 7 태블릿을 기증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소매가가 

270만 달러가 넘는 이 태블릿들은 도서관, 경로당 및 비즈니스 센터와 커뮤니티 센터를 포함하여 

수퍼폭풍 Sandy의 영향을 입은 커뮤니티들의 중심적 장소에 배포되었습니다.  

“뉴욕주가 우리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를 겪은지 거의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재건하고 있는 

우리 주의 주민들에게 Google 같은 회사들의 후의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같은 민간기업의 기증은 우리의 현행 복구에서 지역사회를 돕는 데 

긴요합니다. 우리는 뉴욕주가 전보다 더 좋게 재건되도록 도와주신 Google에 감사 드립니다.”  

“Google은 이 하드웨어 기증에서 Cuomo 지사 및 뉴욕주 커뮤니티 행동 기관들과 제휴하여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전 뉴욕주 출신 하원의원이자 Google의 정부 관계 담당 부사장인 Susan 

Molinari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가 더욱 회복력 있고 더 튼튼하도록 재건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한다고 믿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교육하거나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 기술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태블릿들이 그것을 

하기 위한 자원이 되기만을 우리는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들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증을 조율하신 Google과 Cuomo 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뉴욕주 주무부 장관 Cesar A. Perales가 말했습니다. 그는 Cuomo 지사에 의해 

허리케인 Sandy 기증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었습니다. “뉴욕주 주무부는 이 기증에서 Google을 

지원하는 데 한 역할을 수행하여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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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은 이 태블릿들을 뉴욕주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와 지지를 제공하는 501(c)(3) 

비영리 기관인 뉴욕주 커뮤니티 행동 협회(NYSCAA)에 기증하였습니다. 뉴욕주는 

뉴욕뉴저지항만청의 도움으로 이 태블릿들의 초기 보관과 Sandy 피해 지역의 중심적 장소 배부를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태블릿을 받는 장소의 리스트가 이 보도자료의 끝에 있습니다. 태블릿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 도서관들은 태블릿을 직업 훈련반, 작업 기능반 및 타언어 사용자 영어반에서, 그리고 

아직 도서관이 재개관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e-리더 대여로 사용할 것입니다  

• 소기업 개발 기관들은 태블릿을 현장 비즈니스 지원과 훈련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기관들은 뉴욕주 소기업개발센터들이 뉴욕시의 약 30개 불우지역 학교에서 운영하는 

고교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도 지원할 것입니다. 

 

• 노인 소외와 싸우기 위해 경로당은 노인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접속되어 있는 한 

방법으로서 화상 채팅 및 기타 전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가르치는 데 태블릿을 

활용할 것입니다.  

• 커뮤니티 센터는 빈곤 속에 사는 젊은이들이 STEM 및 기타 고기능 직업으로 옮겨가게 

하고 그 부모들이 기술 기반 직무 기능을 습득하고 향상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에 태블릿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NYSCAA는 뉴욕주의 커뮤니티 행동 기관들에 정보, 전문가 개발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NYSCAA의 직원은 6명이고 가맹 커뮤니티 행동 기관들의 집행이사들 및 

핵심 스탭들로 구성된 21인 이사회가 있습니다. NYSCAA는 지역 기관들이 효과적, 대응적인 

커뮤니티 자원으로서 섬길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온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수퍼폭풍 Sandy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섬기는 커뮤니티 기관들은 이 후한 기증에 대해 Google과 

Cuomo 지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NYS Community Action Agency의 CEO인 Karla Digirolamo가 

말했습니다. “복구와 재건은 길고 힘든 작업인데 NYSCAA는 이 중요한 과업에 전념하는 

프로그램들에 이 자원을 제공하여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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