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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AMERICORPS에 6백만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 발표 

 

자금은 뉴욕 주 전역에 있는 18개의 비영리 단체가 조직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가 18개의 비영리 단체에서 그들 커뮤니티의 

아동 건강과 교육, 빈곤 경감 작업 및 경제적 기회 확장을 추진하는 데 지원할 

AmeriCorps 경쟁 보조금 6백만 달러를 받았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연방 

정부의 국가 및 지역사회봉사재단에 의해 받았으며 Cuomo 주지사가 올해 여름에 

발표했던 140만 달러 이니셔티브의 일부입니다. 

 

“빈곤퇴치는 뉴욕 주의 우선 사항입니다.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이니셔티브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그 목표에 꾸준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 단체의 영향을 강화하여 전체 

뉴욕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안서 제출 절차를 통해 지급한 이 자금은 18개의 비영리 단체가 Cuomo 주지사의 주 

의제로 추진하는 여러 개의 방안을 통하여 빈곤퇴치 및 불평등 감소 프로그램을 시행 및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는 학업 성취 향상, 의료 서비스 확장 및 도시 녹색 지대 

복원 등이 포함됩니다. 

 

보조금을 배정받은 기관과 그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뉴욕주 전국지역사회 봉사위원회(Commission on National & Community 

Service) – New Yorkers Volunteer가 보조금을 교부할 것입니다. 

 

NYS 전국지역사회 봉사위원회 상무이사 Linda Cohen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더욱 많은 뉴욕 시민이 경제와 교육적으로 발전할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AmeriCorps 회원들은 놀라운 작업으로 우리 주의 현저한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Louise Slaught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보조금이 

로체스터(Rochester)에 배정되어 더 많은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21세기의 경제적 

성공에 필요한 도구들을 갖게 하여 기쁩니다. 훌륭한 교육은 성장하는 경제환경에서 

모두가 혜택을 받게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먼로 커뮤니티 대학(Monroe Community College)과 로체스터 도시연맹(Urba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144-million-americorps-funding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old-files/AmericorpsAwardees.pdf


League of Rochester)과 같은 지방 기관에 더 많은 사람이 성공의 길에 들어서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Nydia M. Velázquez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지방 단체들은 경제적 기회를 

늘리고 일부 빈곤층 주민들의 의료와 사회봉사 수요를 더욱 충족하여 우리 지역사회를 

강화합니다. 저는 이런 그룹들 특히는 예시바 케힐라스 야코브(Yeshiva Kehilath 

Yaakov), 사이프러스힐 지역개발공사(Cypress Hills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및 

그랜드스트리트 세틀먼트(Grand Street Settlement)와 같은 기관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서 기쁩니다.” 

 

뉴욕주 전국커뮤니티봉사위원회 소개 

뉴욕 주 전국 커뮤니티 봉사 위원회- New Yorkers Volunteer는 뉴욕 주에서의 봉사와 

자원자 활동을 통해 삶을 개선하고, 커뮤니티를 강화하며, 시민 참여를 조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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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웹사이트:newyorkersvolunteer.ny.gov, 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 @NYersVolunteer 

에서 확인하십시오. 

 

AmeriCorps 소개 

500만 이상의 미국인들을 AmeriCorps, Senior Corps, Social Innovation Fund 및 

Volunteer Generation Fund를 통한 봉사에 참여시키고 대통령의 전국적 봉사 부름 

계획인 United We Serve를 이끄는 연방 기관인 전국 커뮤니티 봉사 회사(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가 관리합니다. 1994년 이래 뉴욕주 72,000여명의 

AmeriCorps 회원들이 1억 1000만 시간 이상의 봉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ationalService.gov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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