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8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나이아가라 카운티와 록포트를 위한 오스(OATH)의 야후 커뮤니티 

펀드(YAHOO COMMUNITY FUNDS)에 대한 지원금으로 약 50만 달러 지원 발표  

  

웨스턴 뉴욕의 인력 훈련, 문맹 퇴치, 중소기업 지원,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일자리 

만들기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Andrew Cuomo 주지사는 오늘,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가 수여한 록포트 카운티를 위한 오스(Oath)의 야후 커뮤니티 베네피트 펀드(Yahoo 

Community Benefit Fund), 나이아가라 카운티를 위한 오스(Oath)의 야후 커뮤니티 

펀드(Yahoo Community Fund)의 지원금 수령 기업들을 발표했습니다. 오스(Oath)는 

에이오엘(AOL)과 최근에 인수한 야후(Yahoo)를 비롯하여 50 개 이상의 미디어 및 기술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버라이즌(Verizon)의 자회사입니다. 고객 지원 센터(customer 

care center) 한 곳을 설립하고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기존 데이터 센터(data center)를 

확장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와 맺은 약 1억 

7천만 달러 계약의 일환인 이 커뮤니티 펀드(Community Fund)는 커뮤니티 베네피트 

펀드(Community Benefit Fund)를 통해 2010년 록포트를 대상으로 한 초기 공약에 

추가하여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이 기업의 기술 우수성을 

집결한 허브인 웨스턴 뉴욕에서 경제 개발을 추진하려는 오스(Oath)가 기울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2017년의 지원금 수여 기간 동안 20 개 프로젝트에 427,826 달러가 

수여되었습니다. 2015년에서 2021년까지 매년, 오스(Oath)는 록포트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역사회 단체에 최대 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공약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사회의 교육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경제를 강화하면서 성장과 

번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 지역사회 성장과 모든 이를 위해 더 

강한 뉴욕을 건설하려는 우리의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 20 개 수상기업들을 발표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재건하는 열쇠는 우리 지역사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민간 부문의 고용주들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를 위한 야후 커뮤니티 펀드(Yahoo 



 

 

Community Fund) 및 커뮤니티 베네피트 펀드(Community Fund Benefit)의 목표는 

Cuomo 주지사님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가 차세대 

웨스턴 뉴욕 주민들이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면서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개발하고 

있는 우리와의 공동 활동을 통해 설정한 우선 순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스 (Oath) 데이터 센터 오퍼레이션스의 Paul Bonaro 시니어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스(Oath)는 핵심 가치들에 의해 추진되며 그중에 하나는 ‘다음 단계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칠 년 동안 350만 달러를 다른 

가치를 선도하는 단체들에 투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웨스턴 뉴욕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STEM) 교육, 환경, 경제 

개발 등을 위해 차후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시킵니다. 우리 지역 사업의 성공은 

재능 있는 엔지니어 및 직원들의 수고와 더불어 우리가 운영하는 친환경 사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웨스턴 뉴욕과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것은 오스(Oath)의 커다란 즐거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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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를 위한 야후 

커뮤니티 펀드(Yahoo Community Fund)을 통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할 오스(Oath)와 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 경제위원회(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Council)가 이 

지역을 위해 추구해 온 경제 개발 전략에 부합하는 인력 개발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수상하는 프로젝트들이 오늘 전략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 의회(Niagara County Legislature)의 Wm. Keith McNall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가 

나이아가라 카운티에 위치한, 수상할 가치가 있는 많은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수여해서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로봇 공학 및 농업 

과학과 같이 다양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록포트 및 이스턴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 기회에 재정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야후!(Yahoo!)가 위치한 록포트의 문화 유적지에 대한 투자를 단행한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야후!(Yahoo!)를 유치하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수익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 최고 수준의 고용주를 나이아가라 카운티로 유치하기 위한 우리 카운티 정부의 

활동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의 Paul Dyster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Cuomo 주지사님과 야후 커뮤니티 펀드(Yahoo Community Fund)의 중요한 투자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는 고용 시장의 주역을 유치하게 된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기업과 인력이 앞으로 기술 분야의 최전선에 

서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록포트의 Anne McCaffrey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도시인 록포트는 

Cuomo 주지사님과 오스(Oath)와 같은 회사들 덕분에 야후 커뮤니티 펀드(Yahoo 

Community Fund)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정부와 오스(Oath)는 모두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더불어 지역사회에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의 전략 계획인 번영을 위한 전략(Strategy for 

Prosperity)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WNY REDC)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원동력 중 하나 이상을 발전시키라는 제안을 

고려했습니다.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의 구현, 기업가 정신의 문화 육성, 이 지역 

대상 산업 분야의 우리 인력 준비 및/또는 모든 지원.  

  

다음 라운드의 연간 재정 지원은 2018년 봄에 시작될 예정이며, 최대 50만 달러가 

두개의 기금을 통해서 지원될 것입니다.  

  

오스(Oath)의 나이아가라 카운티를 위한 야후 커뮤니티 펀드(Yahoo Community Fund) 

-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지원금 수여 프로젝트  

  

나이아가라 동참 - 여성 비즈니스 센터 이-네트워크(Women's Business Center E-

Network)를 나이아가라 카운티로 확대 - 보조금 18,500 달러  

Canisius College  

이-네트워크(E-Networks)는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각 여성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게 될 

나이아가라 카운티 출신의 여성 기업 소유주들이 촉진할 예정입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성인 문맹 퇴치 센터(Niagara Falls Adult Literacy Drop In Center): 

성인 학습자 고용 프로젝트 - 보조금 13,575 달러  

Literacy New York Buffalo-Niagara  

나이아가라 카운티 주민의 문맹 퇴치 기술을 향상시키고 취업 또는 추가 훈련 옵션과 

연계시키기 위해, 나이아가라 폴스에 성인 문맹 퇴치 센터(Adult Literacy Drop In 

Center)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전 속력으로 전진(Full STEAM Ahead) 프로그램 - 보조금 15,000 달러  

Niagara Falls Boys & Girls Club  

전 속력으로 전진(Full STEAM Ahead) 프로그램은 경험 교육, 환경 교육, 컴퓨터 과학, 

테크놀로지 기술의 기초, 일련의 태블릿 기반 활동 등을 비롯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활용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소년 소녀 클럽(Niagara 

Falls Boys & Girls Club, NFBGC)는 하루 동안 배우는 내용을 실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당 기술과 개념을 목표로 학교 직원과 함께 계획하고 디자인하기 위해 나이아가라 

폴스 교육청(Niagara Falls School District)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나이아가라 지역사회 간호 조정 훈련 프로젝트(Niagara Community Care Coordination 

Training Project) - 보조금 19,557 달러  

Niagara Falls Memorial Medical Center  

나이아가라 폴스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Niagara Falls Memorial Medical Center, 

NFMMC)와 나이아가라 지역사회 간호 조정(Niagara Community Care Coordination, 

NCCC) 간의 독특한 직업 훈련 파트너십은 지역 주민 60 명에게 무료 간호 조정 

훈련(free care coordination training)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주민들은 현재 의료기관, 

서비스 기관,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고용되어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훈련의 주된 목표는 여러 분야에 걸친 간호 조정 기술과 역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17년-2018년 학교 시찰 교육 프로그램(2017-2018 School Tour Educational 

Program), 플린트록스 및 협의회 회의 모닥불(Flintlocks and Council Fires) 프로그램 - 

보조금 30,750 달러  

Old Fort Niagara Association  

2017학년-2018학년도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웨스턴 뉴욕의 초기 역사를 

이 지역 전체 학생들에게 소개. “플린트록스 및 협의회 회의 모닥불 프로그램: 전쟁과 

평화의 포트 나이아가라(Flintlocks and Council Fires: Fort Niagara in War and 

Peace)”는 나이아가라 지역의 원주민, 프랑스, 영국, 초기 미국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주는 교육 활동을 제공할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협곡(Niagara Gorge)의 워터프론트 접근 및 야생 동물 서식지 환경 향상 - 

보조금 10만 달러  

WNY Land Conservancy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을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의 나이아가라 리버(Niagara 

River)를 따라 나이아가라 협곡(Niagara Gorge)에 연결하고 생태계를 복원합니다. 구성 

요소에는 원시 종자 수집 및 번식, 침입 식물 통제, 토종 나무 식수, 나이아가라 협곡 

(Niagara Gorge) 근처 지역사회 정원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오스(Oath)의 야후 커뮤니티 베네피트 펀드(Yahoo Community Benefit Fund) 지원금 

수여 프로젝트  

  

록 텐더 트리뷰트(Lock Tender Tribute) - 보조금 3만 달러  

Lockport Locks Heritage District  

록포트의 유명한 플라이트 어브 파이브 록스(Flight of Five Locks)의 계단에 자리 잡은 

운하 수문의 잠금장치의 상징적인 19 세기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 만드는 조각의 목표는 



 

 

복원된 플라이트 어브 파이브 록스(Flight of Five Locks)와 동일한 계단에 배치되는 운하 

수문 관리인을 실물 크기의 청동 조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 바이슨(BISON) 장학금 프로그램 - 보조금 1만 달러  

BISON Children's Scholarship Fund  

2017학년에서 2018학년도에 선정된 사립 초등학교에 다니는 록포트의 저소득층 

어린이 7 명 지원  

  

데일 협회 세대 간 프로그램(Dale Association Intergenerational Program) - 쓰기, 읽기, 

역사 과목을 위한 전자 태블릿 - 보조금 13,019 달러  

Dale Association, Inc.  

이 보조금은 읽기, 쓰기, 역사 과목 지원을 위한 세대 간 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Program for reading, writing, and History, HISTOP)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레노버(Lenovo) 태블릿 및 관련 소프트웨어 및 장비 구매를 재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케이트 배우기 프로그램(Learn to Skate Program) - 보조금 12,375 달러  

Lockport Ice Arena and Sports Center  

가족이 참여할 여유가 없는 어린이를 위한 스케이트 배우기 프로그램(Learn to Skate 

program) 지원.  

  

주니어 안내인 프로그램(Junior Docent Program) - 보조금 4,671 달러  

Niagara County Historical Society  

나이아가라 역사 센터(History Center of Niagara)에서 주니어 안내인/프로그램 

조력자(Junior Docents/Program Facilitators)가 되기 위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킴.  

  

록포트의 구세군(The Salvation Army) - 격차 줄이기(Bridging the Gap) 프로그램 - 

보조금 3만 달러  

The Salvation Army- Lockport  

나이아가라 카운티 전 지역에서 16 세-19 세의 위험에 처하거나 커다란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법원이 관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인 격차 

줄이기(Bridging the Gap) 프로그램 지원.  

  

AgLab - 학습 체험과 탐구를 위한 “더러운 교실(dirty classroom) 프로그램”- 보조금 

20,913 달러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Niagara County  

AgLab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기반 교육 프로그램은 농업과 식품 시스템에 관한 

학습을 촉진하고 동시에 또한 환경 지킴이 역할도 고무하며 탐구 기반의 학습 체험을 

통해 청소년, 성인, 가족에게 홍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웃 어브 디스 월드 에듀케이션(Out of this World Education) 프로그램 - 보조금 8,217 

달러  

DeSales Catholic School  

아웃 어브 더 월드 에듀케이션(Out of the World Education) 프로젝트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에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처럼 우주에 대한 관심, 열정, 지식 등을 

함양할 것입니다.  

  

윌 콜/티켓 박스 오피스 리노베이션(Will Call/Ticket Box Office Renovation) 프로그램 - 

보조금 5만 달러  

Historic Palace Inc.  

윌 콜 앤드 박스 오피스 에어리어(Will Call and Box Office Areas)의 리노베이션으로 훨씬 

더 미학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업그레이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팰리스(Palace)가 티켓을 판매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더 많은 기능을 허용하고 추가 

수익원을 제공합니다.  

  

턱드 인 세이프 앤드 시큐어(Tucked in Safe and Secure) 프로그램 - 보조금 24,937 달러  

Lockport CARES, Inc.  

이 지원금을 이용하여 노숙자 비상 쉼터(emergency homeless shelter)의 모든 

노숙자들에게 편안하고 깨끗하며 벌레가 없는 침구를 제공하고 모든 노숙자, 자원 

봉사자, 직원들에게 적절한 화재 안전, 개인 안전, 보안 등을 보장합니다.  

  

리빌딩 프롬 더 그라운드 업(Rebuilding From the Ground Up) 프로그램 - 보조금 6,512 

달러  

Youth Mentoring Services of Niagara County  

이 빌딩의 내부와 외부의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이 빌딩은 연중 내내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과 아이들에게 보다 호의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록포트 문맹 퇴치 센터(Lockport Literacy Drop-In Center) - 보조금 1만 달러  

Literacy New York Buffalo-Niagara  

기능적으로 문맹인 성인들에게 지리적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웃과 연결된 장소에서 

기본 독해 또는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학습을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록포트 

최초의 문맹 퇴치 센터(Literacy Drop-In Center) 지원.  

  

록포트 고등학교 로봇 공학팀(Lockport High School Robotics team) - 월록스 팀 1507 

(Warlocks Team 1507) - 보조금 5,000 달러  

Lockport Robotics Inc.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기반 프로그램 및 관련 대회에 고등학생들의 참여 지원.  

  

지엯사회 리더십 개발(Community Leadership Development) 프로그램 - 보조금 4,800 

달러  



 

 

Leadership Niagara  

록포트 타운 또는 록포트 시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리더십 

나이아가라(Leadership Niagara)에 수업료 지원 제공.  

  

나이아가라 카운티를 위한 야후 커뮤니티 펀드(Yahoo Community Fund)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http://www.esd.ny.gov/BusinessPrograms/YahooFund.html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 소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 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보조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뉴욕주 

전역에 걸쳐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사회의 번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 투자 및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서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또한 Cuomo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뉴욕을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을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입니다. 지역협의체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http://www.regionalcouncils.ny.gov와 www.esd.ny.gov를 방문하세요.  

  

오스(Oath) 소개  

버라이즌(Verizon)의 자회사인 오스(Oath)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데 

최선의 가치를 두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50 개가 넘는 미디어 및 기술 브랜드로 구성된 

다이내믹한 하우스를 통해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연결됩니다. 디지털 및 

모바일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오스(Oath)는 미디어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스(Oath)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얻으시려면 www.oath.com을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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