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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시러큐스에서 시작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MPIRE 

STATE POVERTY REDUCTION INITIATIVE, ESPRI)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발표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 개를 수행하는 10개 단체에 170만 달러 이상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시러큐스 시에서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 감소 이니셔티브(Empire State Poverty Reduction Initiative)를 

통해 170만 달러 이상을 받을 10개 단체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주지사의 

2,500만 달러 계획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빈곤을 감소하고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늘리기 위해 16개의 지역사회가 지역 중심 전략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지역사회가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을 위해 경제적 독립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금을 통해 시러큐스는 다른 지역과 함께 뉴욕주에서 가장 힘든 지역 중 일부에서 

빈곤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모델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찬사를 드리며, 

프로그램이 가져올 성과를 고대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들을 빈곤에서 해소하고 

주 전역의 모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mpire State Poverty Reduction Initiative)의 자금 지원을 통해 

센트럴 뉴욕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for Central New York)는 구직 훈련 프로그램,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교통 및 문해력 지원 등 빈곤 문제 해결책으로 입증된 

전략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러큐스 주민들은이 전략적 투자 덕분에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지사가 2016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mpire State Poverty Reduction 

Initiative)을 발표한 직후, 올버니, 빙엄턴, 브롱크스, 버펄로, 엘마이라, 헴스테드, 

제임스타운, 뉴버그, 나이아가라폴스, 오네온타, 오스위고, 트로이, 시러큐스, 유티카, 

워터타운은 지역의 노력을 감독하고 주 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전담반을 구성함으로써 

로체스터에 합류했습니다.  

  



 

 

이러한 태스크 포스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고 가난한 사람의 수를 줄이기 위한 

투자 및 기타 변경사항에 관한 권고안을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해당 기금을 통해 첫 

단계에서 개발한 빈곤감소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of Central New York Inc.)는 공통의 목표와 

주제에 대해 다양한 단체들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레이터 시러큐스 

호프(Greater Syracuse HOPE)를 대신하여 시러큐스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 기반의 이 비영리 단체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전에 태스크 포스가 문제라고 

판명한 교육, 고용, 주택 및 보건 부분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단체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디네이티드 케어 서비스(Coordinated Care Services), 325,000 달러 - 위험에 

처한 중학교 학생과 그 가족 150명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1명의 

가족 지원자를 고용하는 드롭아웃 예방 및 동료 멘토십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 거리 중독 연구소(Street Addiction Institute), 205,000 달러 - 코디네이티드 케어 

서비스(Coordinated Care Services)의 동료 멘토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150명의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동네 트라우마에 직면한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단체는 집중적인 비전통적 학업 및 행동 

개입을 통해 학교 출석, 학업 성과 및 학부모 지원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피스 (PEACE Inc.), 75,000 달러 - 중학교 학생 100명을 공공 인식 캠페인에 

참여시켜 직업 준비 능력을 개선하고 시민의 참여를 늘리며 재정적 문맹 퇴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참가자들이 지역사회와 더 큰 관계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홈 헤드쿼터스(Home HeadQuarters, Inc.), 355,000 달러 - 저소득층 개인이 추가 

수익 흐름에 대한 실행 가능한 옵션을 만들고 기존 자산을 구축 할 수 있도록 금융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회사는 지역 신용 조합과 

하도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을 돕기 위해 금융 상담 및 스텝 

업(Step-Up) 대출을 제공합니다.  

  

• 시러큐스 노스이스트 커뮤니티 센터(Syracuse Northeast Community Center), 

100,000 달러 - 전통적인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없거나, 중단한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해 노동력에 재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예산 및 신용 재건에 



 

 

중점을 둔 금융 상담을 제공합니다. 시러큐스 노스이스트 커뮤니티 

센터(Syracuse Northeast Community Center)는 노스이스트 하울리 개발 

협회(Northeast Hawley Development Association, Inc.) 및 어라이즈 아동 및 가족 

서비스(ARISE Child & Family Service)와 파트러를 맺을 것입니다.  

  

• 굿 라이프 청소년 재단(Good Life Youth Foundation), 100,000 달러 - 가족이 

자산을 구축하고 재정적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 문해력과 건전한 돈 

관리를 교육합니다. 등록한 각 가족은 7개월간의 파일럿이 시작될 때 작은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이 크레딧은 필수적인 생활 비용을 절약 및 춛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 문해력 모듈을 완료하면 지급됩니다.  

  

• 뉴욕 주립 대학교 교육 기회 센터(SUNY Educational Opportunity Center), 

150,000 달러 - 개인에게 적성 및 기술 평가, 경력 계획,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커뮤니티 참여 전문가 2명을 추가하도록 

지원합니다.  

  

• 시러큐스 모델 네이버후드 시설(Syracuse Model Neighborhood Facility), 

183,000 달러 - 커뮤니티 커넥터(Community Connectors), 즉 각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으며 다른 주민을 빈곤에서 벗어나는 길로 안내할 자원이 있는 

사람들을 구성합니다. 커뮤니티 커넥터(Community Connectors)는 일대일 

네트워킹 및 공공 활동을 통해 이웃을 참여시켜 사회적 자산, 필요 및 기회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러큐스의 주빌레 홈(Jubilee Homes of Syracuse), 139,000 달러 - 통근, 

식료품점, 약국에서 처방전 받기, 기초 건강 검진 등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해 기타 

직업 상의 필요로 교통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탑승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두 대의 밴을 구매합니다.  

  

• 오논다가 카운티 자원봉사 변호사 프로젝트(Volunteer Lawyers Project of 

Onondaga County), 84,000 달러 -중소기업 창업, 범죄 기록으로 인한 고용 장벽 

해소 등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임 변호사를 

충원합니다. 변호사는 예약이 필요 없는 법률 클리닉을 개설하고 다른 자원봉사자 

변호사나 법학생을 모집하여 상담을 지원합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의 Mike Hei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주민을 

지원하고 빈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만들어진 집단적인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공동체가 빈곤과 관련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재고하고 궁극적으로 더 효과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지역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불우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주며 각 

지역의 안과 밖에서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번영할 수 있도록 평등한 경제 

활동의 장을 마련해주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시러큐스 시의 Ben Walsh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8년 미국 통계청통계청 미국 

지역사회 조사(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의 최근 데이터에서 

시러큐스의 빈곤률이 32.4 퍼센트에서 30.5 퍼센트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mpire State Poverty 

Reduction Initiative)의 새로운 기금은 우리 도시 전역의 조직들이 빈곤 퇴치를 위해 

시러큐스를 상향 궤도에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obert E. Antonacci II 뉴욕주 상원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시러큐스 지역 전체에 빈곤 감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 단체들은 주민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Pamela J. Hunt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지역구의 빈곤은 이 

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시행을 통해 저는 더 많은 가족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러큐스가 큰 전환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이니셔티브를 조율할 많은 조직들과 함께 

일해왔으며, 이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William Magnarell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뉴욕은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광범위한 빈곤을 초래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Empire State Poverty Reduction) 기금은 이러한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지역 비영리 단체가 서비스를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achel Ma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러큐스는 국가의 가장 가난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한 이곳은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빈곤 퇴치, 일자리 성장, 

공동체 구축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무적인 변화를 보기 시작했고, 우리는 반드시 그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들의 이웃과 함께 직접 일하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이 없다면 

도시의 성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이러한 단체에 170만 달러 이상을 



 

 

배정했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시러큐스 및 53번째 상원 지역구 곳곳에서 빈곤 

퇴치를 위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비영리 기관의 Fran Barrett 주 기관 조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은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성공적인 노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을 통해 Cuomo 주지사는 저소득층 뉴욕 주민이 경제적, 사회적 

이동을 달성하는데 직면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들을 수립하도록 힘을 줍니다. 

지금은 시러큐스 시민들이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흥분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독특한 시스템 변경 프로젝트는 모든 16개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 지역의 주 전역에서 이뤄지는 작업의 좋은 예입니다. 

시러큐스 지역 리더십의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이 활동이 시러큐스 주민들의 가정에 

미칠 영향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레이터 시러큐스 호프(Greater Syracuse HOPE)의 Ocesa B. Keaton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 주지사 사무실이 제공하는 

기회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 기금은 우리 

기관과 정부 파트너에게 집중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협동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전략적 자금 지원은 현재 빈곤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시러큐스 주민들이 표명한 필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재정 

계획, 사회적 기업가 정신, 외상 대응 랩 어라운드 서비스를 적용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시러큐스 시의회(Syracuse Common Council) 의장이자 시러큐스 호프(Syracuse 

HOPE) 공동 회장인 Helen Hud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 포괄적인 계획 없이는 빈곤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SPRI) 기금을 통해 시러큐스 지역 내 기관과 협업하여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족을 돕고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of Central New York)의 Nancy Kern Eato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mpire 

State Poverty Reduction Initiative) 힘입어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이 빈곤 요인의 원인으로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새로운 방법입니다. 

어린이 및 그 가족과 함께 협력하고, 트라우마, 인력 개발 및 배치. 통근을 지원하며, 

재정적 안정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면 경제적 

불안정을 넘어 성공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러큐스의 사람들은 실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모여서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주지사의 비영리 조정 단체(Nonprofit Coordination Uni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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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프로그램의 최신 

정보를 논의하고 질문에 답하며 지방 정부를 비영리 제공기관 혹은 기업 집단에 

연결하기 위해 2017년 주 전역에서 청취회를 개최했습니다. 남아있는 지역사회는 각자 

지역 권고안을 개발 및 제정하는 다양한 단계에 있으며, 몇 달 후 개별 빈곤감소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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