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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발표  

  

아시아계 미국인 연맹(AAF), 59개 지역사회 단체에 직접 전달되는 총 680만 달러의 

기금 수령 예정  

  

아시아계 미국인 아동 및 가족 연합,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젊은이 

및 청소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과 협력하여 100만 달러 이상 수령 예정  

  

중국-미국 계획 위원회(CPC), 뉴욕시의 아시아계 미국인, 이민자, 저소득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거의 70만 달러를 수령할 예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1,000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22 회계연도 예산에 할당된 기금은 아시아계 미국인 

연맹(AAF), 아시아계 미국인 아동 및 가족 연합(CACF), 중국계 미국인 계획 

위원회(CPC)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배분됩니다. 뉴욕의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에 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제공업체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는 뉴욕주 역사상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에 

제공되는 가장 큰 투자가 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뉴욕주 전역의 매우 많은 

취약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증오와 폭력 범죄의 증가로 특히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1,0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자하여 우리는 이곳에 증오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형제 자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입니다. 제 행정부는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지역사회를 계속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연맹(AAF)은 팬데믹으로 인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목격한 

단체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680만 달러의 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AAF는 아래에 나열된 뉴욕주 전역에 아시아계 뉴욕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서비스, 사례 관리 및 정신 건강 지원을 제공하는 59개 



지역사회 단체에 기금을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 주의회는 입법 지원금으로 

140만 달러를 뉴욕의 광범위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또 다른 40개 단체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들은 AAF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 A Place for Kids  

• Academy of Medical & Public Health Services  

• Adhikaar for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 Arab American Association of New York  

• Arab-American Family Support Center  
• Asian American Arts Alliance  

• Asian American Community Empowerment  
•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 Asian Americans for Equality  

• Asian Pacific Islander American Public Affairs  

• Bridges From Borders  

• Brooklyn Chinese-American Association  

• Brooklyn Community Improvement Association  

• Burmese Community Services  

• Caribbean Equality Project  
• Center for the Integration and Advancement of New Americans  

• Chhaya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 Chinatown Partnership LDC  

• Chinatown YMCA  

• Chinese American IPA  

• Chinese American Social Services Center  
• Chinese Consolidated Benevolent Association  

• Chinese Progressive Association  

• Chinese-American Family Alliance for Mental Health  

• CMP  

• Council of Peoples Organization  

• Damayan Migrant Workers Association  

• Desis Rising Up and Moving  

• Garden of Hope  

• Hamilton-Madison House  

• Homecrest Community Services  

• Immigrant Social Services  

• India Home  

• Jahajee Sisters  

• Japanese American Association of New York  

• Japanese American Social Services, Inc.  
• Karen Society of Buffalo  

•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 Korean Community Services of Metropolitan New York  

• Laal NYC  

• Mekong Center NYC  

• Midtown Utica Community Center  
• Migrant Center  



• MinKwon Center  
• Refugees Helping Refugees  

• Sakhi for South Asian Women  

• Sapna NYC  

• Sikh Coalition  

• South Asian Council for Social Service  

• South Asian Youth Action  

• Turning Point for Women and Families  

• United Chinese Association of Brooklyn  

• Womankind (formerly NYAWC)  
• Women for Afghan Women  

• YWCA of Queens  

  

아시아계 미국인 아동 및 가족 연합(The Coalition for Asian American Children and 

Families)은 100만 달러 이상을 수령하게 되고, Apex for Youth, Arab American Family 

Support Center, Asian Americans for Equality, Chinese-American Planning Council, 

South Asian Youth Action 등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Mekong NYC, 사회적 

정서 함양과 정신적 안녕에 중점을 두어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젊은이 및 청소년 서비스 강화.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창출하는 사회 서비스 기관인 중국-미국인 계획 위원회(Chinese-

American Planning Council, CPC)는 아시아계 미국인, 이민자 및 뉴욕시의 저소득 

커뮤니티가 번영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약 70만 달러에 이르는 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기금은 CPC의 

문화적으로 유능하고 언어학적으로 적합한 커뮤니티 서비스와 어린이, 청소년, 학생, 

가족 및 노인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원에 대한 공공 접근성을 확대하고, 인력 서비스를 확대하고, 

랩어라운드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유아 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John Liu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API 커뮤니티는 지난 2년 동안 끊임없는 

증오, 편협함, 폭력의 표적이 되어 왔으며, 우리는 이러한 공격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해 1,0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목격하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지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공격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추가 자원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안전, 청소년과 

노인을 위한 서비스, 아시아 뉴욕 시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공립학교에서의 AAPI 

교육과정 시행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해결해야 합니다."  

  

Yuh-Line Niou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는 

반아시아 증오와 폭력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위협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AAPI 뉴욕 시민들이 자신들의 도시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매일 증오와 싸우고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 단체에 이렇게 많이 



필요한 자금을 배분해 주신 Hochul 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은 좋은 시작이지만,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고 더 잘해야만 합니다. 올버니에 있는 동료들에게 지역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추가 자원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연맹(Asian American Federation) 사무총장인 Jo-Ann Yo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뉴욕의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와 헌신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우리 커뮤니티가 겪은 비극과 지난 몇 달 동안 겪은 

고통에서,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집을 나설 때 목숨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을 통해 이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해야 할 많은 일의 시작일 

뿐이며, 주지사, 뉴욕주 및 시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뉴욕의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아동 및 가족 연합(Coalition for Asian American Children and 

Families)의 공동 사무 총장인 Anita Gundanna와 Vanessa Leung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아동 및 가족 연합은 우리 젊은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혁신적인 치유 중심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 

주지사 사무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위기 개입 자금 지원을 통해 CACF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아 의식, 지역사회 유대감 및 소속감, 자율책임(self-agency)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8개 단체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주정부와의 

파트너십에 감사드리며, 이 자금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중국-미국인 계획 위원회(Chinese-American Planning Council)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Wayne H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주민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신 주지사 사무소와 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의 경제적 황폐화와 함께 반아시아 폭력과 증오의 증가는 우리 

커뮤니티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CPC는 작년 한 해 동안 필수 서비스, 재정 지원 및 

팬데믹 구호 노력을 통해 모든 연령과 배경이 다양한 125,000명 이상의 뉴욕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CPC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 경제 및 안전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로부터 이 자금을 지원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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