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2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금년 연말연시 연휴 기간 주 전역에 5,200 개 이상 선물 배포 결과 발표  

  

Film Good / Do Good 자원봉사자들이 모은 장난감, 코트, 학용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별로 진행된 장난감 배포 행사 사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진행된 연말연시 연휴 기간 장난감 기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행정부 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5,200 개 이상의 장난감, 코트, 학용품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주 전역의 23개 조직에서 진행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주지사의 영화 및 TV 개발국과 (Governor's Office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Development) 뉴욕주 전국 지역사회 봉사위원회(New York State 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사이의 공동 협력체인 Film Good / Do Good의 

자원봉사자들 또한 기부품 모집과 분류에 참가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연말연시 연휴 기간 여러 사업체 및 조직에서는 장난감, 

코트, 학용품 등을 주 전역에 있는 수천 명의 아동에게 배포하여 그 전통을 

이어나갔습니다. 본 활동에 시간과 물품을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너그러운 행동과 선의가 새해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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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주 정부가 조직한 지역사회 자선 프로그램인 Film Good / Do 

Good 또한 올해 연휴기간 장난감 배포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디 아메리칸즈(The 

Americans), 불(Bull), 디셉션(Deception), 더 굿 캅(The Good Cop), 마담 

세크리터리(Madam Secretary), 포즈(Pose), 언타이틀드 래미 유세프 프로젝트(Untitled 

Ramy Youssef Project), 석세션(Succession), 세서미 스트리트(Sesame Street) 등 여러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sets/72157667901019089


 

 

뉴욕 기반 TV 시리즈 팀에서는 물품을 모으기 위하여 촬영실에 기부 상자를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전미 제작자협회(Producers Guild of America) 구성원들은 주 전역의 배포 

장소에서 수집된 기부품들을 분류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Film Good / Do 

Good 프로그램은 영화 및 TV 산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출연진들과 제작진들에게 우리 

주의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들에서 배고픔, 홈리스 상태 및 그 밖의 가난의 

근본 원인과 싸우고 있는 비영리조직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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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장난감, 코트 및 학용품:  

노스 컨트리 (North Country)  407  

주도 지역 (Capital Region)  400  

모호크 밸리 (Mohawk Valley)  332  

핑거 레이크스 (Finger Lakes)  268  

웨스턴 뉴욕 (Western New York)  272  

서던 티어 (Southern Tier)  228  

센트럴 뉴욕 (Central New York)  153  

미드 허드슨 밸리 (Mid-Hudson Valley)  175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  2,975  

총  5,210  

 

기부에 참여한 일부 조직에는 전미 제작자협회(Producers Guild of America), 어메이징 

세이빙스(Amazing Savings), 뉴욕시 중국 상공 회의소(China General Chamber of 

Commerce)가 있습니다.  

 

뉴욕주 일반서비스국(New York State Office of General Services),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및 육해군 사무국(Division of Military and Naval Affairs)에서는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 5,200개가 넘는 기부품들을 뉴욕 전역의 배포 장소에 전달했습니다.  

 

Film Good / Do Good은 주지사의 영화 및 TV 개발국과 (Governor's Office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Development) 뉴욕주 전국 지역사회 봉사위원회(New York State 

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사이의 공동 협력체이며, 가난과 

싸우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이용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 조직은 워싱턴에 있는 

전국 지역사회 봉사 법인(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로부터 

제공되는 지원금을 통해서 자금을 일부 제공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운이 덜한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뉴욕의 번창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덕션 

산업의 힘을 이용합니다. 자원 봉사 현장에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경우 다른 뉴욕 주민들로 하여금 빈곤퇴치운동에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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