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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유아원유아원유아원유아원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3억억억억 40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수령수령수령수령 학교학교학교학교 발표발표발표발표 

 

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 경쟁을경쟁을경쟁을경쟁을 통한통한통한통한 창의력창의력창의력창의력 권장권장권장권장,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의전역의전역의전역의 종일종일종일종일 유아원유아원유아원유아원 프로그램에게프로그램에게프로그램에게프로그램에게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지급지급지급지급.  

 

Andrew M. Cuomo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81개 학군과 지역사회 중심 기관에게 제공하는 3억 

4000만 달러의 종일 유아원 보조금의 수령 학교를 발표했으며, 3,700명의 어린이에게 종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14-2015년 주 예산에 포함된 이 자금은 뉴욕주 보편화된 종일 

유아원(Statewide Universal Full-Day Pre-Kindergarten)을 구성하기 위해 5년 동안 15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제공된 첫 번째 자금이었습니다. 뉴욕주의 종일 유아원 프로그램은 

혁신을 독려하고 경쟁을 통해 창의력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어린이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은 뉴욕주의 가장 현명한 투자 중 하나이며, 

유아원은 어린이들의 미래 성공에 있어서 장기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연구 결과” 

입증되었습니다. “올해 주 예산에는 조기 교육에 대한 주요 투자가 포함되며 뉴욕주는 보편화된 

종일 유아원을 마련하는 네 번째 주가 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보조금은 수 많은 

어린이들이 유아원을 다닐 수 있게 하며 학생들이 21세기 경제 환경에서 경쟁할 준비를 하려는 

주의 노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구 결과, 수준 높은 조기 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는 학년 수준의 독해 능력을 

갖추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특히 종일 유아원 프로그램은 2학년까지 참여 

학생의 수학과 읽기 성적이 현저하게 향상되며 유급 확률도 낮아진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욕주 전체 지역을 대표하는 81개의 신청 유아원이 뉴욕주 보편화된 종일 유아원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종일 유아원을 배치하고 기존의 

반일 수업을 새로운 프로그램 요건에 부합하는 종일 수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모든 수령 

유아원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 표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 매년 양질의 교육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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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다수당 공동 리더인 Jeff Klein 의원은 “보편화된 유아원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뉴욕주 교육 역사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9월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수준 높은 유아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heldon Silver 하원 대변인은 “17년 이상 하원 다수당은 보편화된 유아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뉴욕 어린이들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 경제의 가장 중요한 희망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장기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고 누려야 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 전역에서 수준 높은 종일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지속 가능한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헌신적 파트너이자 옹호자인 Cuomo 주지사와 Bill de 

Blasio 시장이 뉴욕에서 성장하고 성공할 기회를 모든 어린이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걸음 

나가게 해준 것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ill de Blasio 뉴욕시 시장은 “Cuomo 주지사가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 뉴욕시 어린이에게 Pre-K for 

All이 현실이 되게 해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보조금은 학교를 변화시킬 새롭고 확고한 

교육 기반을 구축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유아원 옵션을 

제공하고 기존의 옵션을 개선하며 모든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준 높은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를 모색하려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교육부 장관인 John B. King, Jr.씨는 “뉴욕은 조기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 십 년 동안 그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Regents 위원회는 오래 동안 유아원을 옹호해왔습니다. 

Cuomo 주지사와 입법 기관의 비전 및 노력 덕택에 보편화된 유아원이 현실이 되고 수 많은 

어린이와 가족이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수준 높은 보편화된 유아원을 마련하려면 수 년이 걸리지만 우리 어린이와 뉴욕주를 

위해 해야 할 올바른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교육감위원회의 최고 책임자인 Robert Reidy씨는 “학교 생활을 잘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만회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전략은 어린이들에게 조기에 추가적인 

시간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일 유치원 프로그램은 더 

많은 학교가 더 많은 학생에게 학교 생활을 잘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의 긴박한 과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우리는 주 리더들과 협력하여 약속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학교위원회의 최고 책임자인 Timothy Kremer씨는 “조기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3세와 4세 아동에게 조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들이 더 나은 글 솜씨를 

개발하고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갈 기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학군이 모든 어린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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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종일 유아원 확대 프로그램이며 기존의 UPK 자금의 

3억 8500만 달러와 2013-2014년에 Cuomo 주지사가 제안하고 입법화한 2500만 달러의 종일 유아원 

프로그램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3억 4000만 달러 규모의 뉴욕주 보편화된 종일 유아원 프로그램(Statewide Universal Full-Day Pre-

Kindergarten program)의 수령 학교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보조금은 예비 단계이며 

뉴욕주 감사원장의 검토 및 승인을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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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