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부터, 헌터스 포인트 시민 연합 (Hunters Point Civic Association)은  
지역 생활의 질 문제들과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책임있는 개발을 옹호하고, 
우리 이웃을 위한 교육적인 토론회들과 사회적 행사들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임무 

퀸즈로 가는 관문으로서, 그리고 뉴욕시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들중 하나인 헌터스 포인트는 독특한 지역이다. 그렇기에, 헌터스 포인트 
시민 연합 (HPCA)은 책임있는 개발을 능동적으로 형성해가는 프로그래밍 을 
제공한다.  

우리는 공동 관심 사안들을 다루는 토론회를 열고, 지역 활동들에 참여를 
독려하며, 그리고 아래 사안들을 포함하는 지역의 이익들을 조장한다:  

• 교육, 안전, 교통, 개발 및 다른 생활의 질 분야들에서 지역 생활의 질 
지속적 개선.  

• 관련되는 주 및 지방 정부 차원의 법률들, 용도 지역, 주류 면허 및 주 
민과 사업체들을 위한 다른 규제들에 영향을 미친다. 

• 시민과 공동체 상호 이익의 이상들과 사안들을 촉진하는 조직가들과 
회원들의 노력을 위한 상호 지원 체계를 실행한다.  

• 헌터스 포인트 주민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들과 관심사들을 구별 
하고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과 소통하며, 정해진 목표들과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인들, 정부 관료들, 그리고 다른 관련 당 
사자들의 지원을 추구한다.; 그리고 ; 

• 헌터스 포인트 주민들의 공통의 사회적, 여가 활용 및 교육적 혜택 및 
향유를 조장한다.  
 

우리의 영향력 
아래 선출직 공무원들과 정부 기관들과 정기적으로 공동체 토론회들 주최:   

 



 

• 미 의회 의원 캐롤린 말로니 ( Carolyn Maloney) 

• 퀸즈 보로의 장 멜린다 카츠 ( Melinda Katz) 

• 뉴욕시 공익 옹호관 레티사 제임즈 ( Leticia James) 

• 뉴욕시 감사관 스캇 스트링거 ( Scott Stringer) 

• 뉴욕시 시의회 의원 지미 밴 브래머 ( Jimmy Van Bramer) 

• 뉴욕주 하원 의원 캐더린 놀란 ( Catherine Nolan) 및 뉴욕주 상원 의원 
마이클 지아나리스 ( Michael Gianaris) 

• 108 번 선거구 경찰서장 및 교통, 공원 및 교육국 대표들 . 

 

아래 행사들을 통한 사회적 공동체를 조장함:   

• 지역 특산품들, 노점상들 및 재미를 헌터스 포인트의 거리들로 나오 
도록 하는 연례 공동체 단합 거리 축제를 열 수있도록 도움.  

• 버논 몰에서의 휴일 트리 점등식 지원, 초대형 폭풍 샌디 희생자들을 
위한 대규모 기금 조성 주최 및 우드사이드에서의 9/11 기념 행사 공 동 
후원 등의 공동체 행사들에 절대 필요한 파트너  
 

우리의 하는 일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할 수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을 만 
들어낸다. 여기 우리 일의 몇몇 두드러지는 것들이 있다. 또는, 앞으로의 행 
사들을 보기위해  여기를 클릭 하세요.  

 



 

 
 
연례 음식 모으기 운동  

 



 

매년, 우리는 지역의 음식 비축소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큰 음식 모으기 
운동들중 하나를 개최한다. 

 
 
지역 공무원 초청  
우리는 정부와 지방 공무원들과 정기적인 회합들을 주최한다. 의회 의원들 
로부터 시의회 의원들까지, 우리는 당신의 관심사를 토의하기 위해 정책 
결정자들을 헌터스 포인트로 불러 들인다.  

 



 

 
 
공동체 단합을 위한 거리 축제 
우리는 헌터스 포인트에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 음식, 노점상들, 
그리고 음악이 있는 연례 거리 축제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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