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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POUGHKEEPSIE에에에에 연휴연휴연휴연휴 장난감장난감장난감장난감, 코트코트코트코트, 학용품학용품학용품학용품 전달전달전달전달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각료들이각료들이각료들이각료들이 금주금주금주금주 전주의전주의전주의전주의 지역사회에서지역사회에서지역사회에서지역사회에서 연휴연휴연휴연휴 기증품을기증품을기증품을기증품을 배부배부배부배부 

 

민간민간민간민간 기업기업기업기업 및및및및 뉴요커들이뉴요커들이뉴요커들이뉴요커들이 수수수수 천점의천점의천점의천점의 장난감장난감장난감장난감, 코트코트코트코트, 학용품학용품학용품학용품 기증기증기증기증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Poughkeepsie를 방문하여 뉴욕주 방위군 및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불우 뉴요커들에게 기증된 장난감, 코트, 학용품 배부를 도왔습니다. Catharine Street 커뮤니티 

센터에 총 160점의 장난감과 200점의 코트가 전달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이번 주에 전주의 

지역사회에 연휴 기증품 전달을 돕기 위해 각료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본인의 행정부는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우리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요커들은 항상 먼저 다가와 불우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금주에 우리는 전주의 불우 커뮤니티의 어린이와 가족들의 연휴를 밝게 

하기 위해 기증된 장난감, 코트, 학용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웃을 위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더욱 명랑하고 따뜻한 시즌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연휴 기증 운동에 기여하신 기업 

파트너들과 많은 뉴요커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Cuomo 지사님 및 동료 뉴요커들과 일치단결하여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의 불우 이웃을 

지원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Robert Duffy 부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아낌없는 

정신은 그 어느때보다 더 강하며 본인은 나서서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이 중요한 노력에 기부하신 

모든 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Cuomo 지사는 이달 초에 전주 장난감, 코트, 학용품 연휴 기증 캠페인을 출범시켰습니다. 주 

일반서비스실(OGS)은 전주의 불우 커뮤니티 가족들에게 배부될 기증품을 가져올 기업 및 

개인들을 위해 주 전역에 수거 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뉴욕주 민주당위원회도 기증품을 

모았습니다.  

 

전주의 다양한 지역에 전달될 기증품 중에서 몇몇 민간 기업과 단체들은 이 노력에 큰 기부를 

하였습니다. 뉴욕주에 본사가 있는 청소년 의류 회사인 Outerstuff는 약 $125,000 어치의 코트를 



기증하였습니다. 뉴욕주경찰자선협회(PBA)는 400개의 장난감을 기증하였습니다. First Book과 

Barnes & Noble은 뉴욕주 아동가족복지실을 통해 2000여권의 책을 기증하였습니다. Carnegie 

Hall은 40개의 “kiwi” 뮤직박스 악기를 기증하였습니다.  

 

Hudson Valley 건축건설업협의회와 Hudson Valley 지역 노동연맹도 오늘 Poughkeepsie에서 전달된 

기증품에 30점의 코트를 기여하였습니다. 

 

Outerstuff의 CEO인 Sol Werdig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연휴 시즌에 가장 필요로 하는 

뉴요커들을 위해 코트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주와 지역사회를 돕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러한 자선 

노력에 Cuomo 지사님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되돌려주는 크리스마스 정신을 뉴요커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이 연휴 캠페인을 추진하고 이러한 훌륭한 대의를 위해 

기여하도록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뉴요커들에게 장려하신 Cuomo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Outerstuff는 모든 분들께 즐거운 연휴를 기원합니다.” 

 

금년에 완구산업재단은 238,000여점의 장난감 300만 달러 어치 이상을 불우한 뉴욕주 

어린이들에게 기증하였습니다. Baby Buggie도 이번 연휴 시즌에 $12,500 이상으로 추산되는 

860여점의 장난감을 뉴욕주 저소득 가정에 희사하였습니다. 

 

Duffy 부지사와 주지사 각료들은 오늘 다음 커뮤니티에 기증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주도주도주도주도 지역지역지역지역 

 

• Duffy 부지사는 United Way of the Greater Capital Region의 Watervliet 소재 지부인 Watervliet Civic 

Center에 50여점의 코트, 50점의 장난감, 모자 및 장갑을 전달하였습니다. 

• 임시장애지원실 부실장 Kristin Proud는 Albany의 Homeless and Travelers Aid Society에 40여점의 

장난감 및 코트를 전달하였습니다.  

• 환경보존부 Joseph Martens 부장은 Queensbury의 Tri-County United Way에 180여점의 장난감, 

100점의 코트, 모자 및 장갑을 전달하였습니다. 

• 교통부 Joan McDonald 부장은 Catskill의 United Way of Columbia & Greene Counties를 위한 Scott 

Alarm Systems에 175점의 장난감, 100점의 코트와 모자 및 장갑을 전달하였습니다. 

 

Mohawk Valley 

 

• Duffy 부지사는 Utica의 Thea Bowman House Preschool에 50여점의 코트, 50세트의 모자 및 장갑과 

바지를 전달하였습니다. 

• 총무실 RoAnn Destito 실장은 Rome의 Rome Rescue Mission에 45점의 장난감을 전달하였습니다.  

 

North Country 

 

• 지역 정부 담당 차장 Dede Scozzafava와 노동부의 North Country 지역 담당 June O’Neill은 Canton 



소재 St. Lawrence County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을 방문하여 100여점의 코트, 140점의 

장난감과 50점의 모자, 장갑, 양말 및 기타 겨울 용품을 전달하였습니다. 

 

Hudson Valley  

 

•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는 Newburgh의 Greater 

Newburgh Partnership에 150점의 장난감을 전달하였습니다.  

Southern Tier 

 

• 차량부 Barbara Fiala 부장은 Binghamton의 Catholic Charities of Broome County에 300점의 코트와 

350점의 장난감을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기부자로는 항공우주 방위 업체인 Rockwell Collins가 

50점의 코트를 기증하였고, Broome 카운티 의회 의원 John Hutchings가 $1,000어치의 장난감을 

기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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