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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ROCHESTER 빈곤빈곤빈곤빈곤 퇴치퇴치퇴치퇴치 전담반의전담반의전담반의전담반의 첫첫첫첫 번째번째번째번째 회의를회의를회의를회의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내각내각내각내각 위원들이위원들이위원들이위원들이 Rochester의의의의 현현현현 상황에상황에상황에상황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지역지역지역지역 리더들의리더들의리더들의리더들의 브리핑을브리핑을브리핑을브리핑을 받고받고받고받고 일을일을일을일을 

추진해나가다추진해나가다추진해나가다추진해나가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Rochester 빈곤퇴치 전담반의 첫 번째 회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Rochester 지역의 빈곤 퇴치 및 불평등 해소 계획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지사의 기회 아젠다의 일환으로 

구성된 이 전담반은 12여명의 내각 위원들과 기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Rochester-

Monroe 빈곤퇴치 프로젝트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 의회 다수당 원내대표인 

Joe Morelle, Rochester 시장 Lovely Warren, Monroe 카운티장 Maggie Brooks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리더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되면서 빈곤을 퇴치하고 Rochester 주민들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빈곤퇴치 전담반은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역내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는 것을 보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Rochester 지역의 빈곤을 

퇴치하고 이 지역의 취약 계층에게 경제 기회를 다시 제공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결단력과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10-포인트 뉴욕주 빈곤퇴치 

계획과 연합해 이 도시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가정을 지원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도 펼쳐나갈 것입니다.” 

 

오늘, Hochul 부지사와 주지사의 내각 위원들은 이 도시 상황과 단체의 현재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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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해 지역 대표들의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주 전담반 위원들이 소개된 후 

Rochester-Monroe 빈곤퇴치 프로젝트에 대한 최신 상황과 교육, 훈련, 일자리, 주택, 

보건 및 영양, 안전한 동네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들을 안내 받았습니다. 이 포럼은 

Rochester의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공조된 해법을 찾기 위한 전담반의 다음 번 행보에 

대한 토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토론에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일할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하는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한 실무단 결정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Rochester의 현 시스템은 와해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각 가정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자녀 및 가정 중심 서비스를 커뮤니티 내에 통합 

• 신축적인 재정 지원 

•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접촉점 

• 책무성  

• 전달 시스템 전반에서 신축적인, 데이터 중심의 액세스 가능한 정보 

• 요구 충족 및 기회 창출 

• 집중적인 사례 관리 및 멘토링  

 

주지사의 전담반은 지역 커뮤니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계획을 실행하여 목표를 

완수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의 빈곤퇴치 프로젝트의 비전—”경제적 상향성의 공약이 실현 되는 모든 아이들이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빈곤을 퇴치한다”—은 오늘 그 목표와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목표는 보다 나은 결과를 낳고 보다 나은 경험을 창출하며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는 각 가정들이 일자리, 교육/기술 훈련, 

주택, 안전한 이웃, 보건 및 영양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동인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지역 프로젝트와 주지사의 전담반과의 공약을 촉진시키기 위해 United Way of Greater 

Rochester도 새로운 웹사이트— http://www.uwrochester.org/RochesterAnti-

PovertyInitiative.aspx—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 프로젝트에 합류한 기관 

명단을 담고 있으며, 실무 그룹 가입 및 빈곤퇴치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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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회 다수당 원내내표인 Joseph D. Morell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chester-Monroe 

빈곤퇴치 프로젝트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Rochester 내 빈곤퇴치를 위한 새로운 

포괄적인 접근안을 담은 코스를 내놓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불철주야 활동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와의 파트너십과 지역 전반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고 경제적 상향성이라는 공약이 실현되는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ochester 시장 Lovely A. Warr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chester의 빈곤퇴치 

전담반의 활동은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와 안전한 이웃 및 보다 나은 

학교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께서는 시민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하기로 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Monroe 카운티 장 Maggie Brook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내 파트너들과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Monroe 카운티는 가장 혁신적이과 박애정신이 강한 커뮤니티의 하나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서 모든 38,000명의 아이들과 그 가정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주주주주 전담반전담반전담반전담반 위원위원위원위원 

� Fran Barrett – ICNP(Interagency Coordinator for Non-Profits), 전담반 의장   

� Richard Ball – 농업시장부, 장관대리  

� Deborah Benson – 아동및가정위원회, 실무국장  

� Karim Camara – FBCSU(Faith-Based Community Service Unit), 실무국장  

� Linda Cohen – CNCS(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실무국장  

� Corinda Crossdale – 노인부(Office for the Aging), 국장  

� Kerry Delaney – 발달장애인부, 장관대리  

� Sharon Devine – OTDA, 차관  

� Arlene Gonzales-Sanchez – 알코올중독 및 약물남용서비스부, 장관   

� Eric Hesse – 원호과,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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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o Musolino – 노동부, 장관 대리  

� Cesar Perales – 국무부, 국무장관  

� Lisa Robb – NYS 예술위원회, 실무국장  

� Ann Marie Sullivan, MD – 정신건강국, 장관  

� Lisa Timoney – DBNU(Division of Budget Nonprofit Unit), 국장   

� Darryl Towns – 주택및커뮤니티재건부, 장관  

� Roberto Velez – 아동및가정서비스국, 장관 대리  

� Gwen Wright – 가정폭력예방국, 실무국장  

� Nora Yates – 커뮤니티 기회재투자, 부국장  

� Howard Zemsky –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대리 & CEO  

� Howard Zucker, M.D. – 보건부, 장관 대리  

� Joel Seligman – Finger Lakes 지역경제개발위원회, 공동의장  

� Danny Wegman – Finger Lakes 지역개발위원회,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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