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0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 사회의 공공 도서관에 대한 프로젝트 총비용의 

최대 90%까지 주 정부 자금 지원을 승인하는 법안에 서명  

  

주 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도서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자격 기회 마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 사회의 공공 도서관 건설을 

위해 승인된 프로젝트 총비용의 최대 90%까지 주 정부 자금을 제공하는 

법안(A.3771A/S.5589)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75% 

이상을 주 정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는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자격 요건을 

설정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서관은 어떠한 지역 사회에서든지 주춧돌이자 

지역 사회 간 균형을 잡아 주는 곳으로, 모든 뉴욕 주민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정보에 대한 자원과 접근을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법을 통해 우리는 도서관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모두를 위한 더 강하고 평등한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를 만듭니다."  

  

주 정부의 공공 도서관 건설 지원금 프로그램은 광대역 설치를 포함하여 공공 도서관 

건물의 인수, 건설, 개조 또는 복구를 위한 승인된 비용의 매칭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전에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 사회에 위치한 공공 도서관에 대한 

프로젝트 총비용의 최대 75%를 위한 주 정부 자금 매칭을 허용했습니다.  

  

Shelley B. Mayer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 도서관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중심부입니다. 주 의회에서 근무하기 전에 저는 

도서관 신탁 관리자로 일했으며, 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번영을 돕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옹호해 왔습니다. S.5589 법안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에서 

도서관 자본 개선 및 건설을 위해 승인된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90%에 대해 주 정부 

원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고 공공 도서관에 투자해 주신 Andrew Cuomo 

주지사님께 감사합니다."  

  

Didi Barrett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A3771을 후원함으로써 우리 도서관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 법안은 필수적인 인터넷 서비스부터 초기 문맹 



 

 

퇴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지역 사회 허브의 역할을 하는 

농촌 지역 등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서관 설립에 있어 중요한 건설 보조금 지원을 

지시합니다. 이 법안을 지지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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