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빈곤 퇴치 사업인 경제기회확대연맹(ALLIANCE FOR ECONOMIC 

INCLUSION, AEI)이 재정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프로젝트들에 대해 발표 

 

센트럴 뉴욕의 빈곤 퇴치 활동을 지원하는 연맹 

 

5개 카운티 지역 빈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 부흥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종합 전략인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으로 구체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3,000만 달러 규모의 센트럴 뉴욕 빈곤 퇴치 사업인 

경제기회확대연맹(Alliance for Economic Inclusion)이 재정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22 

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2017년에 창립된 경제기회확대연맹(AEI)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파악한 정부, 기업, 학교, 경제적 기회 등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센트럴 뉴욕 카운티 5 곳에서 선발된 지역사회 리더 24인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가 이 프로젝트를 우선 재정 지원한 다음 추후 주정부가 

비용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에 필요한 기금은 총 690만 

달러입니다. 선성된 프로젝트들이 향후 수년 간 추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이 위대한 주의 모든 지역에서 경제적 

기회를 만들고 확대하기 위해 계속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처리하여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센트럴 뉴욕의 모든 지역이 계속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경제기회확대연맹(AEI)은 카유가, 코틀랜드, 매디슨, 오스위고, 오논다가 카운티들의 

빈곤 문제 해결 과제를 맡고 있는 센트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Central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CNYREDC)에서 제출한, 성공적인 센트럴 

뉴욕 성장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CNY Rising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추산한 데이터에 따르면 

센트럴 뉴욕 주민의 14.9 퍼센트 또는 112,020 명이 빈곤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빈곤율은 시러큐스 시처럼 인구가 더 많은 중심지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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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은 광범위한 문제에 걸쳐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6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조기 교육(Early-Childhood Education), 교통(Transportation), 

인력 개발(Workforce Development), 중등 과정 후의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인접 지역 활성화(Neighborhood Revitalization), 스타트업 기업 재정 지원(Access to 

Startup Funding). 프로젝트들의 절반 이상이 주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장벽으로 남아 있는 인력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협의체는 카운티 지역 5 

곳에 대한 제안 요청서(Requests for Proposals)를 발표한 후, 총 92 건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두 번째 제안 요청서(Requests for Proposals)는 올해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응답 주식회사(Responsive to our Community, Inc.)가 

관리하는 트리플 윈 프로그램(Triple Win Program): (1) 이 프로그램은 지역 토지 

은행 및 지자체들과 공조하여 카운티 5 곳의 노후화된 비어있는 건물을 개조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2) 능력 이하의 일을 하고 있는 퇴역 군인 및 그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노동부 전국 공인 건설직 실습 훈련(DOL Nationally 

Certified On-The-Job Construction Job Training)을 실시합니다. (3)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해 노숙자, 가정 폭력 생존자와 그 

자녀들, 그리고 수입이 상당히 낮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생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1년 예산: 465,000 달러/ 총 예산: 465,000 달러. 

• 카유가/세네카 지역사회 실행 기관 취업 진로 프로그램(Cayuga/Seneca 

Community Action Agency Employment Pathways Program): 취업 

진로(Employment Pathways) 프로그램은 빈곤층 주민들을 현지의 성장 산업을 

위주로 취업 기회와 연결시키는 인력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취업 진로 

프로그램(Employment Pathways Program)은 (1) 저소득층 인구의 직업 및 기술 

기회를 늘리고, (2) 대학을 졸업하는 저소득층 성인의 수를 늘리며, (3) 고등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수를 늘리고, (4) 능력 이하의 일을 하고 있는 주민이나 

실직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며, (5) 교통 및 육아 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하고, (6) 참가자의 전반적인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킵니다. 1년 예산: 154,366 

달러/ 총 예산: 771,828 달러. 

• 대비 서비스(Provedence Services) 및 통근 셔틀 프로그램(Shuttle to Work 

Program):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을 하고, 수많은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이 제안은 그 격차를 채워줍니다. 통근 셔틀 프로그램(Shuttle to 

Work program)은 시러큐스와 이스트 시러큐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근무 첫 

해에 통근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셔틀은 주거지 근처의 장소에서 주민들을 



태운 후 근무 장소에서 내려줍니다. 이 셔틀은 필요에 따라 하루 24 시간 주 7 

일간 연중 무휴 운영됩니다. 요금은 최대 6 명이 탑승할 수 있는 밴의 경우, 

승객당 5 달러입니다. 1년 예산: 46,000 달러/ 총 예산: 414,000 달러. 

 

카유가 - 1 건, 코틀랜드 - 1 건, 매디슨 - 1 건, 오논다가 - 10 건, 오스위고 - 3 건 등과 

같이 5 곳의 카운티에 각각 프로젝트들이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카운티에 걸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6 건이 있습니다. 배분된 기금의 비율은 각 카운티의 빈곤층에 

속하는 전체 주민의 수와 일치합니다. 선정된 프로젝트 22 건의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경제기회확대연맹(AEI)를 통해 빈곤 퇴치 활동에 투입될 이 3천만 달러는, 시러큐스 

시립학교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뉴욕주 시러큐스 장학기금(New York State 

Syracuse Promise Scholarship Fund)에 주정부가 이미 배정한 2천만 달러에 추가로 

배정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주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제휴기관 시스템과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경제기회확대연맹(Alliance for Economic Inclusion)은 대상 지역사회들이 협력하여 해당 

지역 모든 주민들이 번영을 향한 확실한 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도울 

것입니다.” 

 

센트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CNYREDC)의 공동 의장인 뉴욕주립대학교 

업스테이트 의료 센터(SUNY Upstate Medical Center)의 대표인 Danielle Laraque-

Arena 박사 및 센트럴 뉴욕 제조업체 협회(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entral 

New York)의 Randy Wolken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곤 퇴치는 

지역경제개발협의체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경제기회확대연맹(Alliance for Economic 

Inclusion)을 통해, 본 협의체와 현지 제휴기관들은 경제적 활성화 계획들로 모든 주민을 

위한 견실한 기회들을 만들어 내어 이 지역 전체 카운티의 모든 주민 가정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조 

활동은 이 지역에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빈곤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논다가 카운티가 이 활동을 이끌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러큐스 시의 Ben Walsh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기회확대연맹(Alliance for 

Economic Inclusion)의 재정 지원은 시러큐스 시, 오논다가 카운티, 지역사회 

제휴기관들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복잡하고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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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러큐스와 뉴욕주 전 지역의 현지 주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우리는 이 일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러큐스 주민을 계속 지원해 주시는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에 역점을 두는 경제기회확대연맹(AEI)은 (1) 건강 및 안전 문제를 다루고, (2) 

주거가 필요한 주민을 위해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확보하며, (3) 직업 및 기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시스템 변동 문제 해결, 대규모 잠재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해결 방안 제공, 협력, 제휴 관계 및 또는 연합체 기반의 

해결 방안 및 재정 지원 기간이 끝난 후 지속될 수 있는 해결 방안과 같은 기능을 

통합하는 사업에 우선 순위가 부여되었습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 활용, 기업가 정신 강화,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 이 지역에 약 47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성장하고 

투자하기 위한 근거지로 시러큐스, 오스위고 및 오번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가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기업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이 지역의 계획은 제출된 대로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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