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5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회계연도 2022 예산에서 기록적인 금액인 50억 달러를 보육에 

투자하여 육아 지원 태스크포스 보고서의 권고사항 다수 추진한다고 발표  

  

투자를 통해 필수 노동자 및 보육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고 적정 가격의 저렴한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개선  

  

육아 지원 태스크 포스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최근 제정된 뉴욕주 회계연도 2022 예산(New York 

State FY 2022 Budget)가 경제 재개, 필수 근로자 및 보육 서비스 제공자 지원을 비롯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 대상 근로자 뉴욕 가족에게 양질의 적정 가격 보육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주정부 및 연방 이니셔티브를 통해 역사적인 규모의 

50억 달러 자금을 보육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Cuomo  주지사의 육아 

지원 태스크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 Force)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권장사항의 

다수를 추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민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보육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접근성에 대한 혁신적인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육아 지원 태스크 

포스를 구축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들은 일자리와 가정 중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양질의 적정 가격 보육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했던 문제와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재건과 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육은 뉴욕 주민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 경제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포함된 역사적인 투자는 전례없는 시기에 매우 중요한 노동자 가정 및 보육 서비스 

제공자 모두를 지원하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우수하고 

강력하며 포용적으로 뉴욕을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의장인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전하고 

저렴한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없애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육아 지원 

태스크포스는 뉴욕 최고의 인재를 한곳에 모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고 덕분에 올해 주정부 예산에 현 상황을 

바로잡을 프로그램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뉴욕에서 여성들을 

https://ocfs.ny.gov/programs/childcare/
https://ocfs.ny.gov/reports/childcare/Child-Care-Availability-Task-Force-Report.pdf


 

 

위한 더욱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노동자 부모들이 보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 위대한 뉴욕주 모든 곳의 

가족을 위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육아 지원 태스크포스의 공동 의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저는 여성, 가족, 우리 경제의 발전을 방해해 온 보육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분투해왔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모든 가족이 양질의 적정 가격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아동 가족 서비스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및 

뉴욕주 아동 가족 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에 뉴욕주 및 

연방 법규정을 검토하여, 행정적 부담 및 보육 서비스 제공자의 비용 증가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환경 조사 폐지 등 개혁 및 간소화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신규 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Cuomo 주지사는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육아 지원이 필요한 

연령의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해 왔습니다. 2011년 이래로 

뉴욕은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약 8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아동 중심의 세액 공제 및 유치원 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보육이 필요한 연령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 금액은 총 28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회게연도 2011에 비해 5억 달러 이상 증액된 것입니다.  

  

주 예산에서 진행되는 연간 지원 외에도 연방 정부가 부양 자금 23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021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및 구호 지원법(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1)에 따라 4억 6,900만 달러 및 2021 미국 

구호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18억 달러). 여기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됩니다.  

• 보육 서비스 제공자 운영 유지를 위한 안정화 기금 12억 5,000만 달러  

• 연방 빈곤 수준 200%까지 지원 자격 및 접근성 확대 2억 2,500만 달러  

• 필수 근로자 대상 하는 보육 장학금 2,500만 달러  

• 육아 보조금 지원 자격 결정 기간 12개월 지원  2억 9,100만 달러  

•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간편한 등록 지원 5,000만 달러  

•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의 1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가족 지원금 공동 

부담 제한 1억 9,200만 달러  

• 연간 최대 24개 결석 발생에 대한 보육 지원금 제공 1억 2,000만 달러  

• 보육 "불모지"의 보육 역량 확대 및 증가 1억 달러  

•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 청소, 개인 보호 장비, 기타 소모품 지원 4,000만 

달러  



 

 

• 보육 시스템에 대한 퀄리티 스타스 뉴욕(Quality Stars NY) 프로그램 지원 

및 기술 개발에 3,900만 달러  

  

아동 가족 서비스청의 커미셔너인 Sheila J. Poole 태스크포스 공동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부모도 일자리와 보육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유색 인종 가정이나 저소득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불공정하게 

더욱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그들의 

평상에 걸쳐 영향을 미칠 조기 교육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는 자녀가 

안전한 양질의 돌봄을 받고 있는다는 점을 알고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접근성이 높은 적정 가격의 보육 서비스는 사회적 문제이며, 모든 

지역사회의 모든 가족과 기업이 가족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지역이나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어려운 대화를 나누고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낸 태스크포스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육아 지원 태스크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 Force)는 육아 서비스 제공자 공동체, 

옹호 공동체, 비즈니스 커뮤니티 대표, 육아 제공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여러 주정부 

기관의 대표, 지역 사회보장서비스부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뉴욕주 육아 지원 태스크포스 구성원:  

•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관, 최고 대표  

• Kathy Hochul, 뉴욕주 부지사, 태스크포스 공동 의장  

• Sheila Poole, 아동 가족 서비스청 커미셔너, 태스크포스 공동 의장  

• Roberta Reardon, 뉴욕주 노동부 커미셔너, 태스크포스 공동 의장  

• Andrea Anthony, 뉴욕 보육 위원회(Day Care Council of New York) 상임이사  

• Heather C. Briccetti, 뉴욕주 비즈니스 협의회(Business Council of New York 

State) 대표 겸 최고경영자  

• Sonja Brown, 허드슨 밸리 하부 지역 인력 개발 연구소(Lower Hudson Valley 

Workforce Development Institute) 지역 디렉터  

• Jada Callahan, 부모  

• Meredith Menzies Chimento, 조기 돌봄 학습 위원회(Early Care and Learning 

Council) 상임이사  

• Hilda Rosario Escher, 이베로 아메리카 액션 리그(Ibero American Action 

League) 전 최고경영자,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Finger Lakes REDC) 

구성원  

• Anne Goldman, 교사 연합(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비교육부 회원 부회장  

• Mike Hein,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커미셔너  



 

 

• Dede Hill, 스카일러 분석 참여 센터(Schuyler Center for Analysis and Advocacy) 

정책 디렉터  

• Kristen Kerr, 뉴욕 어린이 교육 연합(New York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YAEYC) 상임이사  

• Sue Kowaleski, 서던 애디론댁 보육 네크워크(Southern Adirondack Child Care 

Network), 뉴욕 가족 육아 연합 코디네이터, 이사회 회원  

• Tiffany Malone, 에이비씨 런 앤 플레이(ABC Learn and Play) 소유주/운영자  

• Larry Marx, 더 칠드런스 어젠다(The Children's Agenda) 최고경영자  

• Yolanda McBride, 칠드런스 에이드(Children's Aid) 공공 정책 디렉터  

• Sarah G. Merrick, 오논다가 카운티 사회보장부(Onondaga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커미셔너  

• Jenn O'Connor, 뉴욕 아동학대 방지(Prevent Child Abuse New York) 정책 

디렉터  

• Renee Rider, 뉴욕주 아동 가족 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 상임이사  

• Jennifer L. Marion Rojas, 서퍽 보육 위원회 주식회사(Child Care Council of 

Suffolk, Inc.) 상임이사  

• Betty A. Rosa, 뉴욕주 교육부(NYS Education Department) 커미셔너  

• Ian Rosenblum, 더 에듀케이션 트러스트 뉴욕(The Education Trust- New York) 

상임이사  

• Sheri L. Scavone, 웨스턴 뉴욕 여성 재단(Western New York Women's 

Foundation) 상임이사  

• Michael Schmidt, 조세금융부(Department of Tax & Finance) 커미셔너  

• Elizabeth Starks, 셔터쿼 레이크 보육 센터(Chautauqua Lake Child Care Center) 

상임이사  

• Kate Tarrant, 뉴욕 시립 대학교(CUNY) 뉴욕 조기 전문 개발 연구소(New York 

Early Professional Development Institute) 연구 디렉터   

• Kelly L. Tobin, 코틀랜드 카운티 와이엠씨에이(YWCA of Cortland County) 

상임이사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85c79b3-b7c7408c-e85e8086-000babda0031-81904b2c7861a566&q=1&e=bf884ffa-c671-4bb0-ac8f-f62e1975e8ee&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DD9B35FF6A03EDF2852586CB006037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