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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가정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주 차원의 기부 
행사 개시 

 

모든 뉴욕 주민들이 장난감, 생활 필수품, 금전적 기부와 같은 기부를 하도록 권장 
 

장난감 제조 협회(Toy Industry Association), 250개 장난감 기부 약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주 차원의 기부 
행사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기부 행사는 주지사의 “NYGives” 캠페인의 일부로서 
연말연시에 더 많은 기부를 하도록 권장하는 주 차원의 노력입니다. “NYGives”는 사업체, 
비영리 단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뉴욕 시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려는 단체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2011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허리케인 아이린과 열대성 폭풍 리의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나누어줄 
장난감과 생활 필수품을 기부하도록 사업체와 개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장난감 제조 
협회(Toy Industry Association)도 250개의 장난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번 기부 행사로 지난 여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명절 선물과 생활 필수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이웃을 보살피는 일을 누구보다 잘 해왔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이번 연말연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난감 제조 협회의 Carter Keithley 회장은 “장난감 제조 협회와 그 회원들은 Cuomo 
주지사의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업계는 연말연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주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주 전체의 Office of General Services(OGS) 사무소에 포장을 뜯지 않은 
장난감이나 생활 필수품을 가져오거나 OGS Mail Room, Nelson A. Rockefeller 
Empire State Plaza P1, Dock J, Albany, New York 12242로 우편 발송합니다. OGS는 
자선 기관이 이러한 물품들을 분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United Way 또는 홍수 피해 지역을 돕는 다른 자선 기관에 기부합니다. 
 지역 음식 배급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생활 필수품을 기부합니다(목록은 

http://www.foodbankassocnys.org/find-food-bank.cfm에서 확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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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에는 Robert Duffy 부주지사와 주지사의 북부 지방 태풍 및 복구 태스크 포스 팀이 
개최하는 일련의 지역 행사가 포함됩니다. 다음 주에 주지사는 홍수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장난감과 기타 기부한 생활 필수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재정적 기부를 하려는 뉴욕 주민의 경우, 기부된 금액은 뉴욕의 
United Way와 같이 홍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자선 기관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습니다. 
Hurricane Irene Recovery Fund c/o United Way of New York State, 800 Troy-Schenectady 
Road, Latham, New York 12110-2424로 수표를 발송하여 기부하거나 www.uwnys.org를 
방문하여 홈 페이지의 링크를 클릭한 다음 신용카드로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 United 
Way에 기부할 경우 기부 증서를 받게 됩니다. 기부금 전액이 홍수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며 관리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뉴욕주 United Way의 Susan Hager 회장은,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기부를 환영하며 장기적 복구 
노력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회복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갖추도록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지도력과 헌신적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United Way는 기부금을 내주신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지원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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