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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만 달러를 발표하다
주지사 AMERICORPS 보조금 540만

이 자금은 주지사의 빈곤퇴치 전담반 및 기타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연방 CNCS(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로부터 AmeriCorps 기금 540만 달러를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은 이 자금을 19개 지자체와 뉴욕주에서 위험한 상태에 처한 아이들,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노인들, 저소득 가정, 생활고에 시달리는 퇴역군인들을 돕는 비영리기관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는 도움의 손길을 크게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에 사람들과 자원을 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학문적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직자는 재취업
준비를 하도록 안내하며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경쟁 RP(Request for Proposals) 프로세스를 통해 지원된 이 보조금이면 19개 지자체와
비영리기관들이 약 700명의 뉴욕주 AmeriCorps 회원들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각
회원들은 활동 기간이 끝나면 장학금을 받습니다. 우리 뉴욕시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의 학업 성취도, 청소년 건강, 폭력 예방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거의 600,000달러가 주지사의 Rochester 빈곤퇴치
전담반의 활동에 사용될 것입니다.
주지사가 임명한 위원회인 뉴욕주 사회봉사위원회(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 New Yorkers Volunteer에서 이 보조금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는 AmeriCorps의 힘을 사용하여 뉴욕주에서 가장 힘든 문제 일부를 처리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New Yorkers Volunteer의
의 Linda Cohen 실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AmeriCorps 회원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소중한 경험을 하면서 이웃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실로 상호 윈윈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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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

단체명

프로그램 요약

승인 금액

관할 주민 수

Rochester시

빈곤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건강, 아동 문맹률 낮추기,
폭력 예방을 널리 알린다

431,600달러

Rochester

뉴욕주 Community
Health Care
Association

AmeriCorps 회원들이
지역기반 1차진료기관에서
244,412달러
성공적인 직업경력을
쌓도록 준비한다

Buffalo, Glens
Falls,
Newburgh,
New York City

Cradle Beach Camp

Buffalo 공립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와 출석률을
향상시킨다

406,544 달러

Buffalo

Grand Street
Settlement

브루클린과 Lower East
Side에서 학업 성취도와
경제 기회를 향상시킨다

231,133달러

뉴욕시

Great Oaks
Foundation

Lower East Side와 Two
Bridges에서 운영되는
차터 스쿨에서 학업
성취도를 강화한다

717,162달러

뉴욕시

Legal Assistance of
Western New York
Mental Health
Association of
Columbia-Greene
Counties

Bath, Elmira, Geneva,
Ithaca, Jamestown, Olean,
Rochester의 빈민들에게로 265,280달러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
Hudson City School
District의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도 향상과 문맹률
낮추기를 멘토링한다

Finger Lakes,
Southern Tier,
Western New
York

331,294달러

Hudson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New York Restoration 어려움에 처한 이웃 지역에
275,642달러
Project
녹지 공간을 복구하고
유지한다

뉴욕시

취약 가정 청소년에게
멘토링을 하고, 영양
Oswego City-County 교육과 체육을 강화해 아동 225,375달러
Youth Bureau
비만을 낮춘다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Korean

125,702달러

Oswego
카운티

Social Services)와 기타
기관들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지식과 주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사들에게 저소득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도록
Rela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교육 및 인증하여 교육적인
결과를 개선시킨다

42,000달러

노약자와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을 돕고,
Rural Health Network 건강돌봄 서비스 이용을
313,806달러
향상시키고, 음식물 안전을
증대시킨다

SCO Family of
Services

브루클린 Sunset Park의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해
193,695달러
학업, 예술,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뉴욕시

Broome,
Chemung,
Chenango,
Cortland,
Delaware,
Otsego, Tioga,
Tompkins
카운티

Brooklyn

공유지의 위험에 처한
Student Conservation 생태계를 보호하고, 시골과
475,000달러
Association
도시 지역에서 환경 교육을
제공한다

Adirondack
Park, Hudson
Valley, 뉴욕시

사우스웨스트
Sunset Park Health
브루클린에서 학업 성취도,
Council / Lutheran
179,618달러
취업
준비,
건강돌봄
Family Health Centers
서비스 이용을 개선시킨다

브루클린

The Institute for
Human Services

직업 기술을 개발하고,
취업 준비를 강화하며,
주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183,615달러

Chemung,
Schuyler,
Steuben
카운티

The Service
Collaborative of WNY

Western New York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00명에게
경제분야에 대한 지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245,011달러

Allegany,
Cattaraugus,
Chautauqua,
Erie, Niagara
카운티

Urban League of
Rochester

다섯 개 노스이스트
Rochester 인근에서 학업

135,000달러

Roch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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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와 대학 입학 준비
서비스를 개선한다

Utica Municipal
Housing Authority

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
기회를 연결시켜주고,
퇴역군인들이 재무 및 주택 136,252달러
안전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Yeshiva Kehilath
Yaakov

저소득 및 실업 상태에
있는 주민들에게 학생들을
멘토링하고 건강 교육
프로젝트를 받도록
교육시킨다

228,753달러

Herkimer,
Madison,
Oneida 카운티

뉴욕시

Jerrold Nadl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커뮤니티는 단순한 개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뉴욕주민들은 우리 뉴욕주를 멋진 곳으로 만들어준 특징의 하나로
오랫동안 자신들의 성실한 봉사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의회에서 AmeriCorps
프로그램의 오랫 지지자로서, 저는 이 연방 지원금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볼 때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데 바치신
AmeriCorps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드리고, 지칠 줄 모르는 활동과 서비스 정신으로
우리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19개 기관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Brian Higgin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AmeriCorps 프로그램은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Community
Health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 Cradle Beach Camp, The Service
Collaborative of Western New York과 같은 기관을 지원하면 우리 지역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NYS 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소개
New York State 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 New Yorkers
Volunteer는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커뮤니티를 결속시키며, 뉴욕주에서의 서비스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시민 활동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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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orps 소개
AmeriCorps는 500만 이상의 미국인들을 AmeriCorps, Senior Corps, Soci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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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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