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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만 달러 발표
주지사 AMERICORPS 보조금 1670만

보조금은 뉴욕주 전역의 14개 단체에서 봉사하는 AmeriCorps 회원 1,440명을 뒷받침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전국커뮤니티봉사공사(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로부터 아동의 건강 및 교육과 재난 대비 및 기타 주요
이니셔티브를 진흥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AmeriCorps 경쟁 보조금 1070만 달러를
받았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추가 600만 달러가 교부되면 보조금 총액은
1670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뉴욕주민들은 불우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온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AmeriCorps 회원들은 지역사회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낌 없이 제공함으로써 그 봉사 정신을 체화하는데,
본인은 그들의 극히 중요한 일을 뒷받침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주지사가 선임한 위원회인 뉴욕주 National & Community Service – New Yorkers
Volunteer(NYS CNCS) 위원회는 AmeriCorps의 힘을 이용하여 뉴욕주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타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장려합니다. 뉴욕주의
AmeriCorps 회원들은 학교를 개선하고 교육 기회를 늘리며, 가난과 싸우고, 환자를
돌보며, 지역사회를 재난에 대비시키고, 심한 날씨 사태 후 재건하며, 환경을 보존하고,
재향군인과 군인 가족들을 지원합니다.
제안요청 절차를 통해 교부되는 이 보조금으로 14개 비영리단체들은 AmeriCorps
회원으로 봉사할 사람을 1440명이나 모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단체는 그들
지역사회의 특정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뉴욕주
전국지역사회 봉사위원회(Commission on National & Community Service) –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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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kers Volunteer가 보조금을 교부할 것입니다.
New Yorkers Volunteer 회장 Linda Coh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파괴적
폭풍 후의 청소이든 또는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성동하도록 돕는 것이든 AmeriCorps
회원들은 우리 주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그들이 섬기는
지역사회를 성장시키고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신앙 기반 그룹 및 비영리 그룹들의 강한 관심이 금년의 보조금 사이클을 극히
경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뉴욕주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

단체명

프로그램 요약

승인 금액

섬기는 주민 수

뉴욕주 북동 지역
미국적십자사

재난 대비에 대해 주민
교육; 적십자 봉사요원
모집; 신속 대응 지원.

$346,417

전주

$467,406

뉴욕시

탈락 위험에 처한 3~8학년
공립학교 학생들을
멘토링하고 개인지도.

$2,774,950

뉴욕시

학생들이 학교를 계속
다니다가 정시에
졸업하도록 장려하는 학업
서비스를 제공.

$460,000

뉴욕시

방과후 프로그램 및 여름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을 장려.

$181,708

Brooklyn

Blue Engine

대학에서 성공하도록
저소득 커뮤니티 출신
공립고교 학생들을
준비시킴.

City Year, Inc.

Cypress Hills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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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Harlem Tutorial
Program

고니즈 커뮤니티에서
교육을 뒷받침하는 교사준비 입주 프로그램을
시행.

$139,982

뉴욕시

$126,100

뉴욕시

Genesee County
Youth Bureau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피트니스, 영양 및 환경
청지기 교육 제공.

$257,795

Genesee,
Orleans 및
Wyoming
카운티.

Harlem Children’s
Zone

어린이들의 취학 준비; K 5학년의 읽고쓰기 향상;
고등학교 3학년이 정시에
졸업하도록 도움.

$1,601,470

Central Harlem

Jumpstart for Young
Children, Inc.

저소득 동네의 취학전
아동들이 신생 언어 및
읽고쓰기 기능을
구축하도록 도움.

$789,168

뉴욕시

Monroe 커뮤니티
칼리지

심화 활동, 멘토링 및
개인지도를 통해 도시
학교의 학업 참여 향상.

$557,327

Rochester

$1,296,750

뉴욕시

$252,700

뉴욕시

영양 교육 및 학교 정원을
FoodCorps, Inc.

통해 공립학교 학생들을
건강식품에 연결.

NYC Civic Corps를 통한
뉴욕시 시장실

Reading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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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탄력성 개선 및
도전에 대응.
K~5학년의 읽기 곤란
학생들에게 읽고쓰기
개인지도를 제공할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빈곤 동네 학생들이 학업에
The Service
성공하도록 돕기 위한
Collaborative of WNY,
Inc.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시행.

Westhab, Inc.

노숙 및 저소득 가족들이
읽고쓰기 기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으며, 영구
주택으로 이사하도록 도움.

$1,368,762

Buffalo 및
뉴욕주 서부
지역

$121,917

뉴욕시

상원의원 Charles E. Schum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meriCorps는 세계 최대의
봉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이 연방 보조금은 섬길 회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과 그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의 덕을 볼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하원의원 Charles B. Rang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봉사와 책임성의 문화를
구축하려는 우리나라의 집념을 고양하는 전국지역사회봉사공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보조금은 AmeriCorps가 East Harlem Tutorial Program 및 Harlem Children’s Zone을
통해 본인 지역구민에게 소중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AmeriCorps 회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섬기는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싸움을 매일 하고 있는데 본인은 Cuomo 지사가 자원봉사자 일을 전국적으로 진흥하는
그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원의원 Nita M. Low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립을 성취하려고
고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Westhab은 Westchester 카운티의 수 천 가족 및 개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 뛰어난
기록을 갖고 있는데, 본인은 Westhab 같은 단체들이 이타적인 봉사 지향 사명을
이행하기 위한 자원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하원에서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원의원 Jerrold Nadl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역사회 헌신은 뉴욕주민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봉사는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중요한 대의를 위한 모든 계층, 모든 연령,
인종 및 성별의 사람들의 자원봉사 다짐은 진정 고무적입니다. 하원에서 AmeriCorps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본인은 이 연방 보조금이 우리 주로 도입되고 있어서
기쁘며, 봉사를 통해 되돌려 주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는 AmeriCorps
자원봉사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커뮤니티들을 개선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Cuomo 지사와 우리 주 전역의 14개 단체들은 그들의 쉴새 없는 노고에 대해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하원의원 Carolyn B. Malon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meriCorps 프로그램의
자랑스러운 지지자로서 본인은 이러한 자원이 우리 지역사회들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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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본인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시행하신 Cuomo 지사와 우리 주와 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는 AmeriCorps 회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원의원 Nydia M. Velázque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ypress Hills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은 Brooklyn에서 아동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본인은 진실로 지역사회의 닻이 된 이
단체를 위해 이러한 자원이 지정되어 자랑스럽습니다.”
하원의원 Brian Higgi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민들은 지역사회 봉사로
불우이웃을 돕는 강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의 Service
Collaborative를 위한 이 보조금은 가장 중요한 배움의 시기에 있는 아동들을 뒷받침하여
그들이 성공해 자신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견실한 미래를 구축하도록 돕기 위해
빈틈을 메울 것입니다.”
하원의원 Paul Tonk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원은 주도지역의 주택 및
업소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자연재해를 지역 및 주 정부가 완화하고 복구하도록 NENY
Red Cross가 돕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지역사회들이 재난
가능성에 대비할 모든 기회를 갖도록 하신 Cuomo 지사께 감사드리며, 그의 행정부와
협력하여 뉴욕주를 살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기에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뉴욕주 전국지역사회봉사 위원회- New Yorkers Volunteer는 뉴욕주에서의 봉사와
자원자 활동을 통해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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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원하시면
newyorkersvolunteer.ny.gov를 방문하거나, 페이스북에서 NYS CNCS를 좋아요하거나,
트위터에서 @NYersVolunteer를 팔로우하십시오.
AmeriCorps는 500만 이상의 미국인들을 AmeriCorps, Senior Corps, Social Innovation
Fund 및 Volunteer Generation Fund를 통한 봉사에 참여시키고 대통령의 전국적 봉사
부름 이니셔티브인 United We Serve를 이끄는 연방 기관인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가 관리합니다. 1994년 이래 뉴욕주 72,000여명의 AmeriCorps
회원들이 1억 1000만 시간 이상의 봉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려면
NationalService.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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