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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새로운 EMPIRE CORPS 창단과 뉴욕주 빈곤 퇴치 기획 확장에  

670만 달러 지원 발표 

 

보조금은 주 전역의 16개 커뮤니티에서 서비스 지원 

 
 

Andrew M. Cuomo 주자사는 오늘 앞으로 3년간 67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AmeriCorps와 AmeriCorps VISTA (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회원으로 구성되어 

주 전역의 16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인 Empire Corps를 창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빈곤퇴치 전략을 지원하여 모든 

뉴욕시민의 경제적 기회를 향상하는 250만 달러 규모의 뉴욕주 빈곤퇴치 기획(Empire 

State Poverty Reduction Initiative, ESPRI)의 일부입니다. 

 

Cuom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시민의 성공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우리 

행정부는 빈곤과 그것을 조성하는 원인에 전쟁을 선포하였고 이 새로운 Empire Corps 

프로그램은 자원과 인력을 이 싸움의 최전선에 배치함으로써 모두에게 강력함과 공정함 

그 이상의 뉴욕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Empire Corps에 대한 보조금은 134명의 AmeriCorps와 17명의 AmeriCorps VISTA 

회원들로 팀을 꾸려 Bronx, Rochester, Syracuse, Binghamton, Oneonta, Buffalo, Utica, 

Elmira, Jamestown, Oswego, Troy, Hempstead, Newburgh, Niagara Falls, Watertown 

및 Albany에서의 빈곤 퇴치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AmeriCorps 회원들은 봉사활동과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여 빈곤층에 사는 사람들을 

신속히 식별하여 인력 개발, 주택, 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연결해 줍니다. 

VISTA 회원들은 AmeriCorps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비영리 단체 빌딩의 수용력 확장에 

힘을 써서 그들이 전략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각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게 

합니다. 

 

뉴욕 주무장관 겸 ESPRI 공동 회장 Rossana Rosad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무부 (Department of State, DOS)는 우리의 모든 파트너와 협력하여 Cuomo 

주지사님의 주 전역 빈곤 퇴치 목표에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ESPRI의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Empire Corps 창설은 뉴욕 젊은이들의 커뮤니티 정신을 육성하고 

활용하여 뉴욕 전역의 빈곤, 기아 및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전선에 나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3년간 투자할 670만 달러에는 백만 달러 이상의 주정부 공공자금뿐만 아니라 

지역 비영리 단체의 보조금을 포함합니다. 투자에는 또한 서비스 기간을 마친 

AmeriCorps와 AmeriCorps VISTA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170만 달러 좌우의 교육 

장학금이 포함됩니다. 

 

Empire Corps는 뉴욕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뉴욕주 국립 및 지역 서비스 

위원회(New York State 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NYS 

CNCS)와 국립 및 지역 서비스 회사(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CNCS)에서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보조금은 NYS CNCS에서 관리하는 AmeriCorps 

교부금과 CNCS에서 수상한 AmeriCorps VISTA 보조금이 합쳐서 형성됩니다. 

 

뉴욕주 국립 및 지역 서비스 위원회 이사장 Linda Coh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회가 주무부와 (Department of State) 협력하여 뉴욕주 빈곤 퇴치 기획의 일원이 

되어 기쁘고 DOS Empire Corps AmeriCorps 프로그램 설립이 기대됩니다. 빈곤 완화에 

대한 노력은 지난 2년간 위원회 프로그램 선정의 우선순위에 놓고 더 낳은 뉴욕시민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자금 사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결과 

ESPRI의 빈곤퇴치 목표는 거의 완벽하게 우리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AmeriCorps 내셔널 회장 Bill Bas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meriCorps가 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약속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발표는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지역이 보살펴지도록 확보하였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파트너로서 주 전역의 빈곤과 싸워 퇴치하게 되어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AmeriCorps 

회원들은 전국에서 최고를 대표하며 뉴욕 시민을 위한 그들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AmeriCorps VISTA 내셔널 회장 Max Finberg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존의 

연방, 주 및 지역 파트너와 함께 뉴욕주에서 가장 도움이 시급한 주민들을 돕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의 원주민으로서 저는 전국 서비스 프로그램이 고향의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모든 계층의 미국인들을 동원하여 빈곤 완화와 같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 전역의 16개 지자체에서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뉴욕주 

빈곤 퇴치 기획을 2016 State of the State 프로그램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ESPRI 

지역은 새롭게 생기거나 기존의 빈곤 퇴치 프로젝트팀을 지원하고 Rochester의 

성공적인 프로젝트팀의 모델로 되게 합니다. 이 팀들은 주와 지역 정부, 지역 학군, 사회 

서비스 군, 상업 위원회, 비영리 및 지역사회 기반의 단체 및 지역사회 주민 위원회 해당 

지역에서 살았거나 이사 온 대표들과 합류합니다. 

 

Empire Corps는 시청과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며 빈곤 계층의 건강관리, 교육 및 지도, 

경제 지식과 능력 개발 등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S 파트너에는 Empire Corps 

전담반을 관리할 예정인 16개의 지자체, 지자체의 프로그램팀 및 지역 비영리 단체가 

포함됩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12th-proposal-governor-cuomo-s-2016-agenda-combatting-poverty-reducing-rampant-inequality


 

뉴욕 시민의 봉사자인 뉴욕주 국립 및 지역 서비스 위원회는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커뮤니티를 결속하며, 뉴욕주에서의 서비스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시민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wyorkersvolunteer.ny.gov를 

방문하시고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NYersVolunteer에서 뉴욕시민 봉사자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국립 및 지역 서비스 위원회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AmeriCorps, Senior Corps, 

Social Innovation Fund 및 Volunteer Generation Fund 등 프로그램을 통한 봉사에 

참여시키고 대통령의 전국 봉사활동 촉구 기획인 United We Serve를 주도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1994년 이래 뉴욕 주 79,000여명의 AmeriCorps 회원들이 1억 2,000만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완료하였고 2억 8,300만 달러 이상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ationalService.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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