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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워터타운에서 진행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MPIRE 

STATE POVERTY REDUCTION INITIATIVE, ESPRI)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프로젝트 

발표  

  

노스 컨트리의 4개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80만 달러 이상의 주 정부 자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워터타운에서 진행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게 될 여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빈곤을 감소하고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늘리기 위해 

16개의 지역사회가 지역 중심 전략을 개발하도록 돕는 주지사의 2,500만 달러의 계획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욕 주민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저는 빈곤에 맞서 싸우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워터타운 이해 

관계자들을 칭찬합니다. 이 전략은 많은 노스 컨트리 주민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주지사가 2016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을 발표한 직후, 올버니, 

빙엄턴, 브롱크스, 버펄로, 엘마이라, 헴스테드, 제임스타운, 뉴버그, 나이아가라폴스, 

오넌타, 오스위고, 시러큐스, 트로이, 유티카, 워터타운은 지역의 노력을 감독하고 주 

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지역 전담반을 구성함으로써 로체스터에 합류했습니다.  

  

초기에 이 전담반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고 가난한 사람의 수를 줄이기 위한 

투자 및 기타 변경사항에 관한 권고안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 기금을 통해, 첫 단계에서 개발한 빈곤감소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워터타운에서 자금 지원을 승인받은 4개의 프로그램:  



• 제퍼슨 카운티 지역사회 행동 계획 위원회(Community Action Planning 

Council of Jefferson County), 196,000달러 - 이 기금은 두 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i) 첫 번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빈곤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ii)두 번째 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워터타운 도시 선교회(Watertown Urban Mission), 150,000달러 - 이 

기금은 약 120개 가구에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출퇴근 차량(Wheels to 

Work)”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 교통 서비스는 믿을 만한 중고차, 

유지 보수 또는 주 점검을 위한 자동차 보험 및 할인권 등을 제공합니다.  

• 사우전드 아일랜드 해비타트 운동(Thousand Islands Habitat for 

Humanity), 300,000달러 - 이 기금은 워터타운 이웃과 워터타운 시, 즉 

노스 컨트리 개발청(Development Authority of the North Country)에서 

지원을 받아 “주택 소유로 가는 길(Pathway to Home Ownership)” 

프로그램을 창설할 것입니다. 빈민 지구에 위치한 주택들은 구매된 후 복구 

작업을 거쳐 저소득 가정에 판매될 것입니다.  

• 제퍼슨 카운티 고용 및 교육부(Jefferson County Department of 

Employment & Training), 175,000달러 - 이 기금은 “고용주 자원 

네트워크(Employer Resource Network)”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고용주를 성공적인 

지도자에게 연결해 줄 것입니다.  

  

워터타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유나이티드 

웨이 오브 노던 뉴욕(United Way of Northern New York)을 선택했습니다. 이 전담반의 

노력은 “주택 소유로 가는 길(Pathway to Home Ownership)” 프로그램 및 빈곤 퇴치 교육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100만 달러 이상의 지역 자원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는 교사들이 가난한 학생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창설하기 위해 워터타운 시 

교육청(Watertown City School District)과 협력했습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Samuel D. Robert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하나의 단체 혹은 널리 적용되도록 만든 하나의 해결책으로는 빈곤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 프로그램은 주 



정부 투자에 맞게 지역적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모든 뉴욕 주민의 경제적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정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무부의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터타운 같은 

지역사회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Cuomo 주지사님의 노력은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주 전역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과 가정이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이웃 지역에 제공하기 위해 

워터타운과 제퍼슨 카운티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의 Fran Barrett 기관 조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계속해서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면으로 다루셨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은 이 과정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가난한 뉴욕 

주민들은 이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춰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시된 여러 프로젝트는 워터타운의 저소득 가정들이 존엄성을 유지한 

채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적 이동에 대한 장벽을 허물며 그들의 잠재력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는 현지 지도부와 워터타운 주민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이 

노력이 워터타운 가족들의 삶에 가져올 영향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ddie Jenn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가정은 각자 다른 필요사항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의 계획은 현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필요사항 간의 격차를 줄여줄 것입니다. 저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에 

굶주린 주민과 기관들을 위해 지역적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을 지지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워터타운 시장 Joseph M. Butler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터타운 시가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활용한 이 독특한 접근 방법은 선하고 

똑똑하며 이타적인 지지자가 다른 이를 돕기 위해 노력할 때 발생하는 독창성과 우리의 

시민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Cuomo 주지사님 덕분에, 이 계획들은 의욕을 가진 개인에게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빈곤의 순환을 점진적으로 타파하고 자신감과 자립심을 얻으며 

결국엔 빈곤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퍼슨 카운티 위원회(Jefferson County Legislative Board)의 Scott Gray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곤은 특히 워터타운 같은 농촌 지역사회의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전담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의미 있는 자립 

생활로 이끄는 효과적인 빈곤감소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은 언제나 우리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웨이 오브 노던 뉴욕(United Way of Northern New York)의 Bob Gorman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의 임무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으며, 저는 이 프로그램들이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일에 

착수했을 때 저희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어젠다를 잠시 보류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으며, 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 

전담팀이 이룬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워터타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의 Peter Schmitt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의 포괄적인 성질이 이 프로젝트의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기업, 비영리 기관, 교회 및 지역사회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벽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주지사의 비영리 조정 단체(Nonprofit Coordination Unit)는 최근,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뉴욕주 보조금 및 

개혁팀(New York State Grants and Reform Team)과 함께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 프로그램의 최신 정보를 논의하고 질문에 답하며 지방 정부를 

비영리 제공기관 혹은 기업 집단에 연결하기 위해 주 전역에 청취회를 

개최했습니다. 남아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 지역사회는 그들의 

지역 권고안을 개발 및 제정하는 다양한 단계에 있으며, 향후 몇 달간 그들의 개별 

빈곤감소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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