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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8월 26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불우불우불우불우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학교를학교를학교를학교를 학생과학생과학생과학생과 가족가족가족가족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위한위한위한위한 허브로허브로허브로허브로 탈바꿈시키기탈바꿈시키기탈바꿈시키기탈바꿈시키기 위한위한위한위한 ‘NYS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학교학교학교학교’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출범출범출범출범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교육교육교육교육, 보건보건보건보건 및및및및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 사업을사업을사업을사업을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학교학교학교학교’ 중심으로중심으로중심으로중심으로 하기하기하기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행정명령행정명령행정명령행정명령 발행발행발행발행  

 

제제제제 1차분차분차분차분 예산은예산은예산은예산은 전주전주전주전주 학교들에학교들에학교들에학교들에 15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교부금을교부금을교부금을교부금을 제공제공제공제공 

 

Andrew M. Cuomo 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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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NYS 커뮤니티 학교는 우리의 공립학교를 우리 이웃의 니즈에 봉사하는 커뮤니티 기관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뉴욕주 학생과 가족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불우 지역의 학교가 보건 서비스, 가족 상담 및 취업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외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모두는 우리 이웃을 튼튼히 하고 

그러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교실 안팎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NYS 커뮤니티 학교 프로그램에 의거 첫 회에는 약 30개 학교가 선정되어 3년에 걸쳐 각각 최고 

500,000 달러의 교부금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교부금은 긴요한 학업, 보건, 과외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학교 건물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커뮤니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뉴욕주의 12개 보건, 교육 및 인적 서비스 기관들로 구성된 NYS 아동가족협의회가 주 교육부와 

협력하여 NYS 커뮤니티 학교가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를 기술한 프로그램 개요 및 교부금 실행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로 가십시오: 

http://ccf.ny.gov/Comm/CommResources/CCF_SED_CommunitySchools_Plan.pdf.  
 

신청서를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로 가십시오: http://www.p12.nysed.gov/funding/2013-community-

schools-grant-initiative/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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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육부는 신청서를 9월 18일까지 받을 것입니다. 참가 학교는 2013-14 학년도 초에 선정될 

것입니다. 
 

Cuomo 지사는 뉴욕주에서 가장 불우한 동네들의 학생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학교 

이니셔티브를 2013년 시정 방침 연설에서 처음 발표하였습니다. 본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전역의 

저소득 지역에서 Children’s Aid Society, Cincinnati Community Learning Centers, Harlem Children’s 

Zone, Say Yes to Education 및 Strive Network 같은 성공 모델을 따를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학교는 가족 참여를 강조하며 커뮤니티 기반의 비영리 단체, 지역 및 주 정부 기관, 

고등교육 기관 및 자선 및 비즈니스 공동체들과의 튼튼한 제휴를 포함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학생과 가족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집중하면서 중복은 피하고 효율성은 

높이는 것입니다. 
 

기존 자금이 이 프로그램의 1회차에서 선정된 커뮤니티를 지원하도록 충분히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 Cuomo 지사는 모든 주정부 기관들이 관련 보건 및 사회복지 교부금 및 프로그램을 위해 

커뮤니티 학교와 그들의 파트너들을 우선시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학교 확립은 Cuomo 지사의 새 NY 교육 개혁 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 지원을 단계마다 학교 환경 내에서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학생들이 대학과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정로에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 의장 Richard(Dick) Parso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커뮤니티 학교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기 위해 이 중요한 조치를 취하신 주지사께 본인은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과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은 새 NY 교육개혁위원회가 제공하고 주지사께서 실천하고 있는 많은 중요한 

권고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 증거는 커뮤니티 학교가 불우지역의 학생 수행과 가족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보여주며 우리는 그들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뉴욕주 교육 커미셔너 John B. King J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교육 이사회는 학생과 

가족을 위해 학업 심화 활동과 함께 다양한 학생 및 가족 개발 기회를 그들의 커뮤니티 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확립을 옹호해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와 제휴하여 주 

전역에 커뮤니티 학교들을 양성하게 되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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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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