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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주주주 전체전체전체전체 방과방과방과방과 후후후후 학교학교학교학교 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 1천천천천 9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발표발표발표발표 

 

보조금은보조금은보조금은보조금은 68개의개의개의개의 방과후방과후방과후방과후 프로그램에서프로그램에서프로그램에서프로그램에서 8천천천천 명의명의명의명의 학생들에게학생들에게학생들에게학생들에게 이익이이익이이익이이익이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양질의양질의양질의양질의 방과방과방과방과 후후후후 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 참여하는참여하는참여하는참여하는 아이들은아이들은아이들은아이들은 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 더더더더 나은나은나은나은 행동을행동을행동을행동을 보이며보이며보이며보이며 위험하거나위험하거나위험하거나위험하거나 

안전하지안전하지안전하지안전하지 않은않은않은않은 행동을행동을행동을행동을 피합니다피합니다피합니다피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각 학교 방과 후에 3시간씩 양질의 청소년 개발 기회를 수 천명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68개의 유익한 방과 후 프로그램(AASP)을 위한 1천 9십만 달러의 새로운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이 주 전체 프로그램은 저녁에 일을 하는 부모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그들의 동료와 학교 출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주 전역에 걸쳐 지역 사회에서 향후 몇 년 

동안 아이들이 학습 기회와 개발을 진행하고 문화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다. “우리 행정부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에게 우수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들의 학습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해 입증된 운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 유익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이번 투자는 뉴욕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AASPs은 학교 수업에서 일어나는 통합 교육, 여가, 문화, 연령에 적합한 활동의 넓은 범위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정규 학기 동안 주 5일 운영되고, 방학 동안에 운영 가능하며 이른 

저녁까지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ASPs은 학교, 지역 사회, 공공 - 민간 파트너에 의해 

지원받고, 계획 및 구현에 있어 청소년과 그 가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비공식적인 학습 경험과 학교 수업을 통해 배운 교훈을 통합하고 계획과 프로그램 활동의 진행에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뉴욕 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OCFS)에 의해 관리되는 이 계약은 9월에 시작 예정입니다. 

 

OCFS 실행 위원 Sheila J. Poole은 “유익한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지역 사회 학교 기반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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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그들의 지속적인 사회, 감정 그리고 학업 성취를 위해 중요합니다. 

이 지속적인 자금 투자는 뉴욕의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헌신을 보여주고 주 전체에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Nita Lowey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학습과 성장을 위한 자극적인 환경을 

제공 할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님이 근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하원 세출위원회의 임원으로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첫 번째 

지원자로서, 의회 방과 후 프로그램의 공동 의장으로서, 방과 후 프로그램, TANF 및 Head Start와 

Early Head Start 같은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우선 순위로 했습니다. 

이것은 현명한 투자이며, 저는 뉴욕과 Hudson Valley 하부 지역에 중요한 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싸울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ASP는 방과 후 직접 중요한 3시간의 간격을 교육적이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활동을 뉴욕의 

자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연구 결과의 확장은 유익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더 좋은 출석과 학업 성취를 보이고 위험한 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행동적 정서적 문제가 적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더 나은 

성적과 적은 결석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ASP은 주로 주의 자금과 빈곤 가족(TANF) 자금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임시 지원의 공헌을 통해 

투자됩니다. 기금은 2010 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각각 5 OCFS가 지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17을 통해 

뉴욕시 5 개 자치구에서 나이든 아이들의 수에 따라 지역 할당과 제안 프로세스에 대한 경쟁적인 

요청에 따라 수상했습니다. 

 

보조금을 수여 받은 총 프로그램의 수, OCFS는 NYS 커뮤니티 학교 및 커뮤니티, 기회, 재투자(CORe)) 

지역에 있는 지원자로 지정된 16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그가 

2013년 시정 방침 연설에서 발표하였고 불우 지역의 학교를 학생과 가족을 위해 보건, 상담, 영양 

및 취업 준비 서비스 등 광범위한 지지 서비스를 위한 허브로 변혁시킬 NYS 커뮤니티 학교 사업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는 국가가 더 높은 필요 지역 사회의 개선을 측정 가능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원을 할당 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지역 사회 기반의 노력을 지원하면서 더 나은 지역의 

요구와 국가의 지원을 정렬하는 CORe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2014년년년년 수상자는수상자는수상자는수상자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수상수상수상수상    금액금액금액금액 

Booker T. Washington Community Center Cayuga $171,875  

Booker T. Washington Community Center Cayuga $171,875  



Korean 

Boys & Girls Club of Newburgh Orange $144,375  

Boys & Girls Clubs of Buffalo Erie $200,305  

Bronx House, Inc. Bronx $110,000  

CAMBA, Inc. Kings $115,104  

Catholic Charities of the Diocese of Albany Rensselaer $110,000  

Chautauqua Opportunities, Inc. Chautauqua $158,125  

Child Center of NY, Inc. Queens $56,733  

Children's Aid Society Bronx $199,530  

Children's Aid Society Richmond $137,500  

Circulo De la Hispanidad Nassau $178,350  

Community Improvement Council, Inc. Rockland $195,000  

Community Place of Greater Rochester Monroe $55,000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Jefferson County Jefferson $103,125  

Economic Opportunity Council of Suffolk, Inc. Suffolk $219,832  

Economic Opportunity Council of Suffolk, Inc. Suffolk $216,435  

Family Residences and Essential Enterprises Suffolk $143,708  

Family Service Society, Inc. Steuben $103,125  

Family Service, Inc. Dutchess $158,125  

Family Services of Westchester, Inc. Westchester $144,375  

Family YMCA of Tarrytown Westchester $68,714  

Footings,Inc. Sullivan $136,843  

Gateway Youth Outreach Nassau $21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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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Shepherd Services Kings $220,000  

Good Shepherd Services Kings $220,000  

Harlem-Dowling West Side Ctr. Chn New York $182,489  

Hispanic Brotherhood of Rockville Center, Inc. Nassau $55,000  

Jacob A. Riis Neighborhood Settlement Queens $165,000  

Jewish Community Council of Greater Coney Island, Inc. Queens $66,997  

Little Flower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f New York Suffolk $86,895  

Maspeth Town Hall, Inc. Queens $110,000  

Maspeth Town Hall, Inc. Queens $137,500  

Mental Health Association of Columbia and Greene Counties Columbia $206,081  

Mental Health Association of Columbia and Greene Counties Greene $101,685  

Mental Health Association of Fulton & Montgomery Counties, 

Inc. 
Fulton $220,000  

Mental Health Association of Fulton & Montgomery Counties, 

Inc. 
Montgomery $133,419  

NIA Community Services Network Kings $220,000  

NIA Community Services Network Queens $220,000  

Oswego County Opportunities, Inc. Oswego $220,000  

Parsons Child & Family Center Albany $61,875  

Partnership for Results, Inc. Cayuga $220,000  

People and Possibilities Niagara $220,000  

Police Athletic League, Inc. New York $171,875  

Police Athletic League, Inc. Richmond $12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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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Most Suffolk $137,500  

Ridgewood Bushwick Senior Citizens Council, Inc. Kings $206,250  

Riverdale Community Center Bronx $171,875  

Rochester Area Community Foundation Initiatives, Inc. Monroe $220,000  

SCAN-NY Volunteer Parent Aides Assoc. Bronx $220,000  

SCO Family of Services Kings $220,000  

Sports & Arts in Schools Foundation New York $220,000  

Sports & Arts in Schools Foundation Queens $171,875  

St. Nicks Alliance Corporation Kings $137,500  

The Childrens Village Westchester $165,000  

The Friends of Addison Youth Center Steuben $92,125  

The Salvation Army Kings $192,500  

Utica Safe Schools Healthy Students Partnership, Inc. Oneida $145,784  

Wayne County Action Program Wayne $126,041  

Wayne County Action Program Wayne $151,250  

Wellcore, Inc. Rockland $175,753  

West Islip Youth Enrichment Services, Inc. Suffolk $220,000  

West Islip Youth Enrichment Services, Inc. Suffolk $220,000  

Westchester Jewish Community Services Westchester $171,875  

YMCA Greater NY-Ridgewood Branch Queens $198,000  

YMCA of Jamestown, New York Chautauqua $107,102  

YMCA of Olean Cattaraugus $1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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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Athletes, Inc. Bronx $165,000  

합계합계합계합계  $10,908,320  

 

OCFS에에에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OCFS는 아동, 가정, 커뮤니티 의 안전, 영구성 및 복지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뉴욕을 위해 일하며, 

708,000여명의 아동들을 돌보는 21,000여개 아동 보육 서비스 기관을 단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ocfs.ny.gov를 방문하시고,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페이지북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선택하거나 트위터에서 @NYSOCFS를 팔로우 하십시오. OCFS는 또한 

스페인어 트위터 계정, @NYSOCFS_espanol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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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