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스키넥터디 빌딩의 1,300만 달러 규모 스키넥터디 보이스 앤 걸스 

클럽(BOYS & GIRLS CLUBS OF SCHENECTADY, BGCS) 빌딩의 그랜드 오픈 발표 

  

12,000명 이상의 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최첨단 시설 

  

스키넥터디 해밀턴 힐 및 몽 플레전트 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과 주의 투자를 

보완하는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300만 달러 규모 최첨단 시설의 스키넥터디 소재 

아델라인 라이트 그레이엄 보이스 앤 걸스 클럽(Adeline Wright Graham Boys & Girls 

Clubs of Schenectady)의 개관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설을 통해 스키넥터디 

카운티의 선도적인 청소년 조직은 서비스를 확장하고 매일 기존의 세 배인 300명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지역에 주거 및 상업 투자를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원 및 육성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보이스 앤 걸스 

클럽(Boys & Girls Club)이 바로 그 역할을 하여 지역 가족들이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을 

때 안전하고 재미있고 활기를 주는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키넥터디 몽 플레전트와 해밀턴 힐 

지역에 새로 개관한 보이스 앤 걸스 클럽(Boys & Girls Clubs)은 이 지역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과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130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시설은 어린이 이용객 수를 크게 늘리고 풀 사이즈 

농구장, 하이테크 게임 룸, 공연 극장 등 최첨단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이 투자는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보장하려는 도시의 지역과 시내에 대한 기타 뉴욕주의 투자를 

보완합니다." 

  

몽 플레전트와 해밀턴 힐의 경계인 몽 플레전트 중학교(Mont Pleasant Middle School)와 

플레전트 밸리 초등학교(Pleasant Valley Elementary) 사이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새로운 

스키넥터디 보이스 앤 걸스 클럽(Boys & Girls Clubs of Schenectady)은 4,000제곱피트 



 

 

규모의 청소년 센터, 상업적 학습 주방, 게임과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공간, 기술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3개의 별도 체육관으로 나눌 수 있는 관중석이 있는 

체육관, 프록터 극장(Proctor Theatre)과 협력하여 설계된 공연 극장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설을 통해 직원들은 매일 300명 이상의 어린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으며, 

크레이그 스트리트(Craig Street)의 기존 보이스 앤 걸스 클럽(Boys & Girls Clubs) 시설의 

세 배에 달합니다. 해밀턴 힐의 기존 위치는 스키넥터디 인근 지역 젊은이들의 요구와 

필요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클럽은 또한 성장, 피트니스 및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96,000끼 이상의 영양가 있는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여 지역 

학생들의 발전과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1300만 달러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에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의 지역사회 투자 기금(Community Investment Fund)에서 

3백만 달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 및 더 

커뮤니티 빌더스(The Community Builders)의 뉴 마켓 저소득층 보조금(New Market Tax 

Credit)에서 생성되는 24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개인, 재단 및 기업의 관대한 기부를 

통해 780만 달러가 추가로 모금되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일을 

하는 어머니로서, 저는 이 멋진 새로운 시설이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또 매일 여기에서 

놀고 배울 3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는 해밀턴 힐과 스키넥터디 전역에 사는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이 중대한 지역사회 자산에 3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의 가족, 어린이, 미래에 대한 헌신이 이 건물에 구현되어 

있으며, 많은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의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백 명의 젊은이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중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스키넥터디 보이스 앤 걸스 클럽(Boys & 

Girls Clubs of Schenectady)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스키넥터디 카운티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스키넥터디의 Gary McCarthy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최첨단 시설은 해밀턴 

힐과 몽 플레전트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혁신적인 투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이 

근본적인 자산에 대한 Cuomo 주지사와 Visnauskas 커미셔너의 결정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스키넥터디 보이스 앤 걸스 클럽(Boys and Girls Club of Schenectady)의 전무 이사 

Shane Barg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설은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의 많은 필요 

사항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안전과 삶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깊이 관심을 기울이는 상징입니다." 

  

더 커뮤니티 빌더스(The Community Builders)의 선임 프로젝트 매니저인 Jennica 

Huff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커뮤니티 빌더스(The Community Builders)는 스키넥터디 

시의 젊은이들을 위한 역사상 가장 큰 투자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스키넥터디 보이스 앤 걸스 클럽(Boys & Girls Clubs of Schenectady) 소개 

1936년부터 스키넥터디 보이스 앤 걸스 클럽(BGCS)은 각계각층의 젊은이들, 특히 

위험에 처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봉사해 왔습니다. 80 년이 지난 후, 이 클럽은 

스키넥터디 카운티에서 가장 큰 청소년 개발 조직으로, 증축한 방, 여름 공원, 스케넥터디 

시의 모든 수영장과 캠프 러브조이(Camp Lovejoy) 등 16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스키넥터디의 가장 낙후된 지역 중 일부에서 매년 12,000명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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