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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7년 13번째 시정 제안 발표: 주 전역의 필요가 높은 지역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교육 확대 

 

3,500만 달러의 자금을 통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 감소 계획 대상인 16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한 22,000개의 새로운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 것임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등록률을 36%까지 증가시킴 

 

뉴욕의 가정들에게 주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 기회 제공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서 필요가 큰 지역들에 22,000개의 새로운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3,500만 달러 규모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주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의 등록률을 36%까지 증가시키는 작업을 

추진하며, 뉴욕 주민들에게 주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방과 후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지사는 뉴욕시에서 진행된 그의 지역 시정연설에서 이 

제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우리 주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 감소 계획이 진행되는 16개 

시에 중점을 둘 것이며, 방과 후에 안전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장소를 갖고 있지 못한 

아동들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생산적으로 보내는 날들이 더 많을수록, 

더 높은 학업 성취도, 더 낮은 중퇴율, 청소년 범죄의 감소,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로 귀결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생활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 제안은 사는 곳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도와줍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주 전역의 혜택받지 못한 도시들에 있는 아동들이 학교에서 성공하고, 

나중에는 인생에서도 성공하도록 돕게 될 프로그램들과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활동할 기반을 더욱 다져줄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뉴욕 

주민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그들의 



성공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실제보다 낮게 대변되는 학생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이상적 구성을 

제공함으로써 기회의 격차를 좁히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과 같은 pre-k 및 랩어라운드 서비스 등의 고품질 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이 좋은 보수의 일자리를 얻고 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보다 높은 학업 성취도, 보다 낮은 

중퇴율, 그리고 청소년 범죄의 감소와 연관되어왔습니다. 아울러, 고품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들은 지출되는 1달러당 3달러의 투자 수익을 내는 것으로도 확인되어왔습니다.  

 

뉴욕의 방과 후 프로그램 소개  

뉴욕주의 방과 후 프로그램들은 현재 주 정부 투자금 6,500만 달러 및 연방 정부 투자금 

8,800만 달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방과 후 프로그램에 투자되는 

3,500만 달러는 연장된 주간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경쟁 선정 방식으로 부여될 것이며, 

성취도 격차를 줄이고, 도움의 필요가 큰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 감소 계획 대상인 16개 도시에는 Albany, Bronx, Binghamton, 

Buffalo, Elmira, Hempstead, Jamestown, Newburgh, Niagara Falls, Oneonta, Oswego, 

Rochester, Syracuse, Troy, Utica 및 Watertown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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