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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높은 수준의 보육 센터를 SUNY 캠퍼스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450만 달러를 투자해 차기 보육 전문가 고용 및 훈련을 위한 보조금 등 기존 지역 지원  

  

18개 SUNY 캠퍼스를 활용하여 보육 사막을 없애겠다는 시정연설 목표 달성 추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모든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캠퍼스를 활용해 학생과 직원, 특히 보육 불모지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보육 

센터를 설치 및 확대하기 위해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연방 및 주정부 자금 450만 달러를 기존 센터, 향후 보육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SUNY 전역의 보육 불모지 문제 해결이라는 주지사의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등을 위해 투자합니다. 주지사의 집행 

예산(Executive Budget)에는 SUNY 캠퍼스 추가 보육 센터 건설을 위한 1,08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육 서비스는 우리 경제 회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교육을 계속 받거나 근로를 하기 위해 부모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주 전역의 SUNY 캠퍼스에서 보육 불모지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부의 중요한 조치이며, 우리 주의 학생, 교직원, 일하는 부모를 

위한 적절한 투자입니다."  

  

2020-~2021 교육연도에 SUNY는 자녀가 있는 학생 1,200명이 등록했으며, 보육 센터가 

현장에 마련된 46개 SUNY 캠퍼스에서 4,000개 이상의 보육 스팟을 운영했습니다. 교원 

및 직원, 주정부 공무원, 이웃 지역사회 역시 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각은 총 보육 

스팟의 1/3을 차지합니다. 18개 이상의 센터가 현재 주 전역에서 SUNY 캠퍼스 64곳 

모두의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합니다.  

  

Deborah F. Stanley 뉴욕 주립 대학교 임시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육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자녀가 있는 학생이나 어린 동생이 있는 학생은 수업보다 보육을 

선택하게 되며, 이것은 자녀가 있는 교직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추가적인 연방, 

주정부, SUNY 지원을 통해 우리는 높은 수준의 보육을 캠퍼스에서 제공할 자원을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SUNY 및 뉴욕주 전역의 기타 센터에서 조기 보육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UNY 전역에서 진행될 다수의 이니셔티브 중 첫 번째 이니셔티브입니다. 

우리는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보육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인정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근면히 노동하는 

부모를 위해 모든 가능한 기회를 열어둘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Toby Ann Stavisk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학 감소는 SUNY 뿐 아니라, 

전국적 문제입니다. 보육을 제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SUNY로 돌아와 추가 수업을 받고 

노동 시장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 및 사회적 효과는 명백합니다. SUNY 시스템에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Deborah J. Gl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보육과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SUNY 학생, 교원, 직원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확대로 인하여 대학을 다니는 부모를 둔 자녀들도 고등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전반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SUNY는 다음과 같이 450만 달러를 배분합니다.  

  

• 아동가족서비스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의 보육 

안정화 기금(Child Care Stabilization Funds)의 일환으로 모든 SUNY 보육 

센터에 연방 보조금 3,900만 달러. 이러한 기금은 연방 미국 구제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과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및 구제 보충 

책정법(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CRRSA)을 통해 집행이 가능해졌으며, 인력 및 훈련, 직원과 자녀의 정신 

보건 수요 충족을 위한 운영 비용을 지원합니다 .  

  

• SUNY의 조기 유년 노동자(Early Childhood Worker) 유급 인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6개 캠퍼스에 500,000 달러. 유년기 연구로 학위를 받게 될 유급 

인턴 139명은 주당 평균 20시간 근무 조건으로 고용될 것입니다. 새로운 

학자금 프로그램은 추가 보육 지원 수요를 지원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학업을 마치고 보육 일자리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 전국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11개 

캠퍼스에 80,000 달러. 자금은 오래된 교실 장비 교체, 교실 물품 제공,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른 접근성 보장, 상담 및 인증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SUNY 캠퍼스는 오늘 450만 달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원받습니다.  

  
• University at Albany  

• Binghamton University  

• SUNY Brockport  



• SUNY Broome  

• University at Buffalo (2곳)  

• Buffalo State College  

• Cayuga Community College  

• SUNY Cobleskill  
• Columbia Greene Community College  

• SUNY Cortland  

• SUNY Delhi  
• Downstate Health Sciences University  

• Dutchess Community College  

• Erie Community College (3곳)  

• Farmingdale State College  

• Finger Lakes Community College  

• SUNY Fredonia  

• Fulton Montgomery Community College  

• Genesee Community College  

• 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  

• Jefferson Community College  

• Monroe Community College  

• SUNY Morrisville  

• Nassau Community College  

• SUNY New Paltz  

• Niagara Community College  

• SUNY Oneonta  

• 오논다가 커뮤니티대학  

• SUNY Orange (2곳)  

• SUNY Oswego  

• SUNY Plattsburgh  

• SUNY Potsdam  

• SUNY Purchase  

• Rockland Community College  

• SUNY Schenectady  

• Stony Brook University  

• Suffolk Community College (2곳)  

• Tompkins Cortland Community College  

• SUNY Ulster  
• Upstate Medical University  

• Westchester Community College  

  

뉴욕 주립 대학교 소개  

뉴욕 주립 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고등 교육 종합 시스템이며, 모든 뉴욕 주민의 95% 

이상이 뉴욕 주립 대학교의 64개 칼리지 및 대학교 3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전반에 걸쳐 SUNY는 학술 보건 센터 4곳, 병원 5곳, 의대 4곳, 치의대 2곳, 

로스쿨 한 곳, 뉴욕주 유일의 안과 대학, 미국 에너지부 국립 연구소(US Department of 

Energy National Laboratory) 한 곳을 관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뉴욕 주립 대학교는 약 130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점 이수 과정 및 프로그램, 

평생 교육 과정,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는 뉴욕 학술 

연구의 약 사분의 일을 감독합니다. 2021 회계연도에 전체 시스템의 연구 비용이 약 11억 

달러였으며, 이는 학생과 교수진의 상당한 기여를 포함합니다. 전 세계에 30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립 대학교 동문이 있으며 대학 학위를 가진 뉴욕 주민 3명 중 1명은 뉴욕 

주립 대학교 동문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가 기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suny.edu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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