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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청년 기회를 지원하고 시러큐스시의 폭력과 싸우기 위한 230만 달러 

발표  

  

방과후 프로그램, 정신 건강 및 상담 서비스, 일자리 훈련 계획, 폭력 예방 지원  

  

다면적 투자는 시행 조치 및 지역사회 참여의 결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센트럴 뉴욕에서 위험에 처한 청소년용 방과후 

프로그램, 정신 건강 및 상담 서비스, 직업 훈련 계획, 기타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30만 달러 이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은 이번달 초에 발표된 법 집행 활동 개선 및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하여 

시러큐스시 청년들 사이에서 폭력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시러큐스시에서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안전, 보안, 안심을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다면적 계획은 폭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과 청년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공공 안전성도 증가시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기 폭력에 대처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러큐스시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일원, 법 집행기관, 선출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한 이 계획은 이 지역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확장할 것입니다. 이 기금은 시러큐스의 빈곤과 

폭력을 줄이고 청소년과 주민 가정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시러큐스시내의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Cuomo 주지사는 주에서 주 

경찰(State Police) 순찰 및 작전을 늘리고 지방 법 집행기관 및 기타 주 기관들과 

협력하는 정보 요원을 증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는 주가 미래 폭력을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law-enforcement-actions-combat-violence-syracuse


예방하고 무모한 행동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리더, 

성직자, 법 집행기관, 선출 공무원과 함께 장기적 해결책을 찾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시러큐스시내 다면적 투자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노력을 

진척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뉴욕주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기금을 분배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및 저녁 프로그램에 800,000달러 투자  

주지사의 2018년 주 시정방침(State of the State)의 부분으로 처음 발표되었으며 

전년도 3,500만 달러 투자금에 더해진 2018-2019년 제정 예산(Enacted Budget)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 School Program) 기금에 추가 

1,0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 추가 기금으로 교육구는 학생당 1,600달러를 

지원하는 5개년 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러큐스시 교육청(Syracuse City School 

District)에 수여된 800,000달러로 기존 프로그램에 방과후 교육을 500개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은 기금을 받기 위해 환경, 직원 대 학생 상호작용, 학생의 성과 

등을 평가하는 교육품질 지표를 채택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댄포스 중학교(Danforth Middle School), 링컨 중학교(Lincoln Middle 

School), 그랜트 중학교(Grant Middle School), 웨스트사이드 블로젯 아카데미(Westside 

Blodgett Academy), 카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 컨택트 커뮤니티 

서비스(Contact Community Services)에 수여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입니다.  

  

시러큐스에서 청소년 직업 훈련 강화 및 고용 기회 창출을 위해 100만 달러 투자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를 통해, 뉴욕은 젊은 남녀 주민이 직업 훈련, 견습 과정, 

경력 기회 등을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 RFPs)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직업 준비 훈련 및 고용에 초점을 맞춘 해당 지역의 단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금으로 취업 활동 및 접근, 지원 서비스, 멘토 관계 및 동년배 그룹 

지지자와 같은 자원 유지 등을 직접 지원할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청소년용 작업 기반 학습 프로그램에 300,000달러 투자  

뉴욕주는 작업 기반 학습 프로그램에 최소 300,000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과 협력하여 위험에 처한 청소년 30명 이상에게 최대 2년까지 기술 개발, 

직업 훈련, 직업 소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최근 직업 시장에 관련된 소프트 스킬 및 하드 스킬 모두를 개발하는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말하기 및 쓰기 소통, 꼼꼼함, 직업 훈련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현장 직업 훈련을 받고 견습생 기회, 

새 교육적 지역사회 서비스, 리더십, 시민 참여 경험, 상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거리 봉사 프로그램에 사회 복지사를 파견하기 위해 150,000달러 투자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이 관리하는 스넉(SNUG) 거리 

봉사 프로그램은 갱단과 총기 폭력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자원입니다. 올해 

추가된 14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약 50만 달러 규모로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시러큐스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대하여 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폭력 예방 대원들을 고용합니다. 전문 훈련을 받은 이 대원들은 또한 갈등 

요소들이 더욱 심한 폭력과 보복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 요소들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뉴욕은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 현재 시러큐스 모델 이웃 시설(Syracuse 

Model Neighborhood Facility)에서 운영하는 스넉(SNUG) 거리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사회 복지사 2명을 새로 파견하는 데 추가 150,000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문 

훈련을 받은 이 전문가들은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직원들을 지원하고, 공식적인 

의료 서비스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연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기반의 소셜 미디어 분쟁 해결 및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75,000 달러 할당  

주정부는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겪는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시러큐스시 

교육청(Syracuse City School District)에 75,000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학교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사이버 괴롭힘과 싸우며 갈등이 폭력으로 확산되는 일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학생 특히 괴롭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도메인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고 교실에서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침과 도구를 통해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 기반 정신 건강 및 상담 서비스 조정에 25,000달러 제공  

폭력을 목격 또는 경험한 아동은 사건 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므로 정신 건강 및 

상담 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성을 높임으로써 

아동은 트라우마를 극복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며 학교에서 더욱 집중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러큐스시 교육청(Syracuse City School District)은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그랜트 중학교(Grant Middle School)용으로 25,000달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학교는 2018-19학년도 커뮤니티 학교 정신 건강 보조금,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취업 박람회 확장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시러큐스 및 센트럴 뉴욕이 직업 훈련, 직업 기술, 경력 

개발 기회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전문적인 취업 박람회(Career Fairs)를 통해 사업체와 

숙련된 노동자를 연결하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무려 225 개의 

사업체와 2,000 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이 행사들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메일 알림, 

소셜 미디어, 자동녹음전화 등은 숙련된 노동자를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David Vale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과후 도움, 커뮤니티 센터, 

직업 훈련 등의 이용성을 증대하여 우리는 도시 전역에서 위험에 처한 청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을 총기, 갱단,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시러큐스시의 고통이 최근 몇 주째 충격 속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에서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에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폭력을 막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Bill Magnarell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기타 지역사회 기반 계획이 있으면 아이들을 거리에서 벗어나 성공하게 도울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러큐스시에서 청년들 간 전례 없는 폭력이 발생한 후 우리가 

위험에 처한 인구에게 더 많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거대한 

폭력에 맞서도록 계속 지원해주시는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Pamela Hunt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이중적입니다. 

시러큐스시가 무모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가도록 도울 수 있고 시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생산적 배출구를 제공함으로써 폭력을 없애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돕는 기금을 제공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 기금으로 최근 몇 주간 지속된 엄청난 폭력에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Ryan McMahon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시러큐스시에서 최근 증가하는 폭력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것이며 동시에 청소년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는 시러큐스 거주민의 미래 세대에 투자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인식하고 시러큐스를 모든 아이들, 거주민, 

가족을 위한 기회의 장소로 만들도록 작업해주신 뉴욕주와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Ben Walsh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처음부터 시러큐스시 

지역사회에서 가장 어린 거주민 일부를 괴롭히는 총기 폭력을 없애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정부와 협력하여 폭력이 시작되기 전 멈출 수 있도록 경찰 

순찰 증대 등 몇 단계를 거쳤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의 방과후, 직업 훈련,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 기금은 도시에서 위험에 처한 청소년이 폭력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방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원해주시는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러큐스시의회(Syracuse Common Council) Helen Hudso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러큐스의 폭력 증가를 막을 것이며 동시에 취약한 

청소년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는 시러큐스 거주민의 미래 세대에 투자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러큐스 지역사회의 이러한 요구를 인식하고 우리 



도시를 모든 아이들, 거주민, 가족을 위한 기회의 장소로 만들도록 작업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시러큐스시 교육청(Syracuse City School District) Jaime Alicea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지원한 추가 기금은 장기적으로 시러큐스시 교육청(School 

District) 학생들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교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자녀가 안전한 

장소에서 추가 교육을 받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많은 가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투자를 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교육할 수 있고 그랜트 중학교(Grant Middle School)에서 정신 

건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학문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으로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지원 

서비스(Student Support Services)팀과 지역사회 파트너는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합니다. 주 기금은 이 중요한 작업을 지속할 자원을 추가로 제공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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