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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1월 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저소득층저소득층저소득층저소득층 장애장애장애장애 아동을아동을아동을아동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교육교육교육교육 및및및및 조직생활조직생활조직생활조직생활 성과를성과를성과를성과를 개선하기개선하기개선하기개선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NYS 

PROMISE”에에에에 연방정부연방정부연방정부연방정부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3,25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보조금은보조금은보조금은보조금은 Western NY, Capital Region, NYC에서에서에서에서 활동하는활동하는활동하는활동하는 학부모학부모학부모학부모 센터와센터와센터와센터와 제공업체제공업체제공업체제공업체에에에에 지원되며지원되며지원되며지원되며 

2,000여명의여명의여명의여명의 아동을아동을아동을아동을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활동할활동할활동할활동할 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Western New York, Capital Region 및 뉴욕시에서 보족적 

소득 보장(SSI)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및 조직생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교육부로부터 3,250만 달러를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 뉴욕주는 오바마 

행정부의 “미성년자의 보족적 소득 보장 준비 홍보(PROMISE)”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YS PROMISE에 따라 뉴욕주는 비영리단체 및 코넬 대학교와 협력하여 수천 명에 달하는 뉴욕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우리는 NYS PROMISE를 실천하여 저소득층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와 직장에서 제대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 어린이들을 독립과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PROMISE 사업은 오바마 행정부가 아동 SSI 수혜자 및 그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뉴욕의 “NYS PROMISE” 사업은 고등학교 졸업, 

고등교육 및 직업 교육 이수, 통합 환경에서의 경쟁적 취업을 비롯해 아동 수혜자들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아동 SSI 수혜자들은 SSI에 장기적인 의존성을 

줄여나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연방정부 보조금은 SSI를 수령하는 14 - 16세에 해당하는 뉴욕의 2천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NYS PROMISE는 뉴욕주의 시골, 교외 및 도시 지역인 Western New York, 

Capital Region, 뉴욕시를 확실하게 대표하는 세 곳의 다양한 지역에서 수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서비스들은 이들 지역 내에 있는 세 곳의 “학부모 센터”, 즉  Western New York의 학부모 

네트워크(The Parent Network of Western New York), Capital Region의 학부모 네트워크(The Parent 

Network of the Capital Region), 뉴욕시의 특별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자원(and Resources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in New York City)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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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부모 센터” 외에도 이러한 세 곳 내에 있는 지역 학군과 최대 50개의 추가 서비스 

제공업체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도 활용하여 NYS PROMISE에 해당하는 아동과 가족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용 서비스와 직업 재활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재활(Community Rehabilitation) 기관, 식자율(literacy), 금융 관련 이해 능력, 예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해능력 존(Literacy Zone) 기관, 보조금 계획, 동료 지원 및 독립 생활 능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 생활 센터(Independent Living Centers)가 포함됩니다. 보조금은 장애 아동 

및 그 가족들이 성공 및 독립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따른 영향을 바탕으로 

이들 기관에게 분배될 예정입니다.  

 

코넬 대학교의 노사관계대학 고용 및 장애 연구소(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School’s 

Employment and Disability Institute)의 지원을 받아 뉴욕주 심리건강국(OMH)과 RFMH(Research 

Foundation for Mental Hygiene, Inc.)이 이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OMH가 향후 5년 

동안 관리할 것입니다. NYS PROMISE 방식은 지역의 비영리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정보력 있는 

시스템 중심의 지역 기반 파트너십 모델을 바탕으로 합니다. NYS PROMISE는 전반적인 재정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지원활동을 아동들과 그 가족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들은 고용 지원 학습 키인 “소프트 스킬”(soft skills)에서 지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고 직업 관련 특수 기술 교육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동들의 가족은 교육자녀가 학교, 

직장,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데 중점을 둔 교육, 훈련, 카운셀링을 받을 것입니다. 

 

뉴욕주 심리건강국의 John V. Tauriello 장관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와 상관 없이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데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아동들과 

가족들이 학교와 직장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얻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는 이들이 

성공적인 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개선시키면서 교육 및 취업이 이뤄진 이들이 사회 

속으로 진출해나갈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육부의 John B. King Jr.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모든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 보조금은 저소득층 

장애 아동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해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성공적으로 대학 진학 

및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코넬 대학교 고용 및 장애 연구소의 Dr. Susanne M. Bruyère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노사관계대학은 이 멋진 사업안에 대해 뉴욕주 심리건강국 및 기타 주정부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랜드 그랜트 대학(land grant 

college)으로서 뉴욕주와의 약속은 깊고도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넬의 뛰어난 

연구 및 장애 중심 전문지식이 이 프로젝트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보족적 소득 보장(SSI)를 받는 

아동들의 성공적인 고교 졸업 이후의 변화 과정을 지원하고 그 결과 재정 자립과 커뮤니티 독립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새로운 방법과 혁신 과정을 시험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Korean 

 

Charles  Schumer 미국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YS PROMISE 사업에 대한 이러한 연방 

보조금은 뉴욕주의 장애 학생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역 비영리기관들, 주정부 기관, 

대학교 간의 이러한 파트너십으로, 장애 아동들과 그 가족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든, 취업 

훈련을 받는 것이든 아니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든 그들의 꿈을 좇을 수 있는 자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Kirsten Gillibrand 미국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학생과 커뮤니티 미래에 대한 

중요한 연방 투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학생들은 장차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잠재력을 

얻을 수 있는 길에 오르려면 도구와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애 학생들이 재정적 자립과 밝은 

미래를 얻는 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harlie Range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수 많은 

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Cuomo 주지사께서는 대통령의 진취적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Joe Crowle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아동은 성공적인 삶을 살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의 장애아동들이 교육 목표와 전문가 목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뉴욕이 이 보조금을 받게 된 것에 무척 기쁩니다. 이 보조금은 우리 주에 

거주하는 많은 저소득 가정에게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Brian Higgin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교육이란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근본적인 기회입니다. 이 보조금은 모든 뉴욕 학생들이 성공적인 삶을 가꿔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aul Tonk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튼튼한 교육이란 멋진 삶을 누리기 위한 초석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기회를 갖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의 장애인들이 인내와 돌봄을 통해서 탄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뉴욕주 의회 활동을 하면서 심리건강평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은 저의 최우선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이 문제가 빛을 보도록 계속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Cuomo 

주지사와 그의 동료들이 이 중요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주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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