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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추수감사절 휴일 동안 뉴욕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캠페인 지속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체에서 뉴욕인들이 모여 추수감사절 휴일을 
기념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Cuomo 행정부의 상급 직원들이 참여하는 작년에 시작된 
추수감사절 자원봉사 캠페인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의 많은 자원봉사 
활동은 허리케인 Sandy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불우이웃, 특히, 허리케인 Sandy가 야기한 파괴로부터 아직도 
회복하고 있는 많은 뉴요커들에게 힘을 주는 시기여야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이미 커뮤니티 재건을 돕기 위한 자원 봉사로부터 
복구 노력에 기부하기 까지 말할 수 없는 동정과 자비심을 표시하였는제, 그러한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행정부는 추수감사절 동안 커뮤니티에 돌려주는 
우리의 전통을 지속할 것인데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폭풍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뉴요커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휴가 시즌에 가능한 
모든 분들이 동료 뉴요커들을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봉사 캠페인은 추수감사절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Cuomo 행정부 직원들은 오늘 
다음 장소에서 자원봉사할 것입니다: 
 
Barbara Fiala 뉴욕주 차량부 커미셔너는 Assumption Catholic Church 추수감사절 푸드 
드라이브의 St. Mary’s에서 음식 배급을 돕습니다. 
37 Feyette Street 
Binghamton시 
Broome 카운티 
 
노동부의 중부뉴욕 지역 대표인 Juanita Williams는 Holy Family Roman Catholic Church 
Apple Pie Bake Off에서 자택에 매여 있는 분들과 어르신들에게 배달될 애플파이의 
준비를 돕습니다. 
127 Chapel Drive 
Syracuse시 
Onondaga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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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가정지역사회갱신 담당 커미셔너인 Darryl Towns는 Boxes of Love Packing 
Party에서 불우 가족들과 폭풍으로 집을 잃은 분들을 위한 추수감사절 음식을 
상자에 담습니다. 
Here’s Life Inner City 
9-11 44th Drive  
Long Island 시 
Queens 보로, 뉴욕시 
Queens 카운티 
 
고속도로청 Buffalo 본부의 Thomas Pericak 본부장은 St. Vincent DePaul Society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서빙합니다. 
1298 Main Street 
Buffalo시 
Erie 카운티 
 
뉴욕주 아동가족서비스실의 Gladys Carrion 커미셔너는 God’ s Love We Deliver에서 
추수감사절 바구니를 포장합니다. 
166 Avenue of the Americas 
Manhattan 보로, 뉴욕시 
New York 카운티 
 
뉴욕주 민원봉사부의 Jerry Boone 커미셔너와 교통부 차장 Karen Rae는 Schenectady 
카운티의 Food Service Programs Basket Pick Prep에서 식품 바구니를 포장합니다. 
William C. Keane 초등학교 
1252 Albany Street 
Schenectady시 
Schenectady 카운티 
 
민권 담당 차장인 Alphonso David는 뉴욕시의 Rescue Mission에서 선물 가방을 
꾸립니다. 
90 Lafayette Street 
Manhattan 보로, 뉴욕시 
New York 카운티 
 
노동부의 Finger Lakes 지역 대표인 Joe Hamm은 불우이웃들에게 전달될 통조림 
식품을 분류하고 박스에 넣어 트럭에 싣습니다. 
Foodlink 
Wintergarden Café 
1 Bausch and Lobm Place 
Rochester시  
Monroe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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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North Country 지역 대표인 Clifford Donaldson은 Long Lake Wesleyan Church 
Thanksgiving Dinner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합니다. 
1120 Deerland Road 
Long Lake 빌리지  
Hamilton 카운티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의 청장 겸 CEO인 Frank Murray는 Green Tech Charter 
고등학교의 ’ “ Feed the Community” 에서 음식을 서빙합니다. 
321 Northern Boulevard 
Albany시 
Albany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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