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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이번 연휴 주 전역에 5,600개 이상의 장난감, 코트, 학용품이 

전달되었다고 발표  

  

필름 굿/두 굿(Film Good / Do Good) 자원봉사자들이 모은 장난감, 코트, 학용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진행된 연휴 기간 장난감, 코트, 

학용품 전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행정부 구성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5,600개 이상의 장난감, 코트 및 학용품을 배포하기 위해서 주 전역의 15개 

조직에서 진행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전미 제작자협회(Producers Guild of 

America) 자원봉사자들이 4년 연속 필름 굿/두 굿(Film Good/Do Good)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금을 모으고 분류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는 

정신을 믿으며, 뉴욕 전역의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 코트, 학용품을 전달하는 환상적인 

전통을 계속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올해의 놀라운 행사에 기부하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번 휴가 시즌에 많은 가족에게 

작은 빛과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주 기관 및 조직에서는 사업체 및 개인이 제공한 새 장난감, 코트, 학용품을 모아 주 

전역에 있는 나눔 장소로 옮겼습니다. 조직에서는 배포 행사에 앞서 이루어진 휴가 

모임에서도 기부 물품을 모았습니다.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아 뉴욕 전역의 전달 

지점으로 5,600개 이상의 품목을 배송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전미 TV 시리즈 및 제작자협회(TV Series and Producers Guild of 

America)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기부품을 모으기 위해 사운드 스테이지에 박스를 

배치했습니다.  

• 올모스트 패밀리(Almost Family)  

• 디킨슨(Dickinson)  

• 연방수사국: 모스트 원티드(FBI: Most Wanted)  

• 더 길디드 에이지(The Gilded Age)  



• 갓 프렌디드 미(God Friended Me)  

• 하이 메인터넌스(High Maintenance)  

• 이구아나(Iguana)  

• 로 앤 오더: 성범죄 전담반(Law & Order: SVU)  

• 러브 라이프(Love Life)  

• 매니페스트(Manifest)  

• 파워 북 투: 고스트(Power Book II: Ghost)  

• 세서미 스트리트(Sesame Street)  

• 토미(Tommy)  

  

중국 상공회의소(China General Chamber of Commerce, CGCC)의 자원봉사자들은 

중국 상공회의소(CGCC)가 2년 연속 참가한 주지사의 휴일을 위해 기부금을 모으고 

분류하는 데에도 참여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배포된 장난감, 코트 및 학용품의 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장난감, 코트 및 학용품  

주도 지역  591  

센트럴 뉴욕  586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344  

미드-허드슨 밸리  307  

모호크 밸리  276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  2,320  

노스 컨트리  527  

서던 티어  264  

웨스턴 뉴욕  419  

총  5,634  

  

  

필름 굿/두 굿(Film Good/Do Good)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주 정부가 조직한 

지역사회 나눔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영화 및 텔레비전 업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션 픽처 및 텔레비전 개발용 주지사 집무실(Governor's Office for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Development)과 전국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한 뉴욕주 커미션(New York 

State 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및 뉴욕 케어스(New York 

Cares)간의 파트너십은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덕션이 작품을 찍는 커뮤니티의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 활동을 실천하기를 장려하고 형식을 갖추며 경제적 기록 이상으로 

프로덕션이 뉴욕주에 주는 혜택을 증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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