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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ROCHESTER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빈곤빈곤빈곤빈곤 퇴치퇴치퇴치퇴치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438,000 

발표발표발표발표  
 

주주주주 전국커뮤니티봉사위원회전국커뮤니티봉사위원회전국커뮤니티봉사위원회전국커뮤니티봉사위원회, AmeriCorps의의의의 빈곤빈곤빈곤빈곤 퇴치퇴치퇴치퇴치 프로그램안프로그램안프로그램안프로그램안 요청요청요청요청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Rochester 지역의 빈곤과 불평등을 퇴치하는 새로운 

AmeriCorp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438,000가 확보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프로그램들은 Monroe 카운티 전역에서 탁아, 헬스케어, 직업 훈련 및 

청소년 멘토링 등 필요한 개인을 위한 필수 서비스 이용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품질 교육, 

반기아 및 반노숙자 노력을 진흥함으로써 주지사의 Rochester 빈곤 퇴치 태스크포스의 

일을 보완할 것입니다. 
 

“탁아에서부터 직업 훈련까지의 모든 것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커뮤니티 단체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빈곤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과의 싸움이라면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한 

평등화 조각입니다. 우리의 비영리 단체들이 Rochester 지역 전체에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 이 보조금은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사람들의 삶에 차이를 

만드는 일에 관심 있는 단체는 모두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은 뉴욕주 전국커뮤니티봉사위원회 – New Yorkers Volunteer(NYS 

CNCS)가 접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지사의 Rochester 빈곤 퇴치 태스크포스의 일을 돕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NYS CNCS의 책임자 Linda Cohen이 말했습니다. “AmeriCorps는 

일이 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달리는 충족되지 않을 니즈를 충족합니다. Cuomo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니즈는 Rochester와 Monroe 카운티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커뮤니티들이 아동 빈곤 및 극한 빈곤 같은 심한 

난제를 다루는 것을 돕고 우리 동료 뉴요커들이 빈곤을 벗어나 본인과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도록 손을 빌려주기 위해 AmeriCorps의 에너지와 자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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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컨퍼런스가 4월 14일 화요일 SUNY Rochester Educational Opportunity Center 

(Multi-Purpose Room), 161 Chestnut St., Rochester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개최될 것입니다. 신청자 컨퍼런스에 등록하려면 RFP를 참조하고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NYS CNCS 웹사이트 newyorkersvolunteer.ny.gov를 방문하십시오. 제안 마감은 2015년 

5월 4일 오후 5시입니다. 
 

1994년 이래 뉴욕주에서는 72,000여명의 AmeriCorps 멤버들이 1억 1000만 시간 이상의 

봉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지사가 선임한 위원회인 NYS CNCS는 AmeriCorps의 힘을 

이용하여 뉴욕주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이웃의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장려합니다. 주의 AmeriCorps 멤버들은 학교를 개선하고, 빈곤과 싸우며, 아픈 

이들을 돕고, 환경을 보존하며, 군 제대자와 군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뉴요커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국커뮤니티봉사위원회전국커뮤니티봉사위원회전국커뮤니티봉사위원회전국커뮤니티봉사위원회 소개소개소개소개  
 

NYS CNCS – New Yorkers Volunteer는 뉴욕주에서의 봉사와 자원 활동을 통해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튼튼하게 하며, 시민 참여를 조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조직은 

1994년에 주지사 행정 명령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AmeriCorps State 및 AmeriCorps 교육 

교부금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1993년의 전국 커뮤니티 서비스 트러스트법에 의해 예산이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newyorkersvolunteer.ny.gov를 

방문하고, 페이스북에서 NYS CNCS를 “라이크”하며, 트위터에서 @NYersVolunteer 를 

팔로우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