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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보육 서비스 제공자 및 가족을 위한 자금 지원 기회를 소개하는 캠페인 

시작  

   

주 전역에서 다수의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보육 지원금 대상 소득 상한 상향 

조정에 대한 공공 인식 제고   

  

연방 지원을 받은 보육 서비스 제공자 안정화 기금 2차 라운드 신청 조건 확대 발표  

   

약 400,000명의 아동이 새로운 지원 대상에 포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과 함께 주 전역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시행하여 보육 지원에 대한 정보를 가족들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아동가족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이 

집행하는 보육 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이번 달 연방 빈곤 기준의 최대 300% 소득을 가진 

가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의 상한은 최대 200%였으며, 지원 자격 확대를 통해 뉴욕 

전역의 어린이 약 394,000명이 새로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달부터 소득이 

83,250 달러인 4인 가족이 보육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과거 상한은 55,500 

달러였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연방 지원을 받는 보육 서비스 제공자 안정화(Child 

Care Provider Stabilization) 보조금의 2차 라운드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일 기준, 모든 학령 인구를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900명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2년 1월 1일 기준 적법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는 

보조금 신청 대상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가진 첫 번째 뉴욕주 여성 주지사로서 

저는 보육이 여러분의 미래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육 

지원에 대한 소득 상한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수십만 뉴욕 주민, 특히 일하는 

어머니들의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행정부는 보육에 대해 역사적인 투자를 

진행했고, 주 전역에서 다수의 매체를 통해 진행되는 캠페인은 많은 가족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받을 만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Gillibran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적정가격 보육 서비스 부족은 

결단코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가족와 보육 서비스 제공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 



및 케어스법(CARES Act) 통과를 위해 노력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뉴욕의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백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원하고 보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정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보조금 확대를 통해 

주 전역의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보육 서비스 

근로자들은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뉴욕 가족들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Hochul 주지사와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보육 지원 캠페인은 뉴욕 주민들에게 수당을 수령하여 높은 보육 비용을 충당하도록 

권고합니다. 보육 비용은 주거비 다음으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지출입니다. 

오늘부터 OCFS는 게시판, 라디오,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해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캠페인은 소매점, 고속도로 게시판, 버스 

포스터, 세탁기, 미용실, 이용원 등에 영어 및 스페인어로 게시됩니다.  

  

미국 구제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이번 캠페인은 뉴욕시 

이외의 지역에서 오늘 시작되며, 다섯 개 자치구 지역에서 10월부터 

시작됩니다. 가족들은 OCFS.ny.gov/ccap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eila Poole 아동가족사무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가족을 위해 보육 비용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터로 돌아가야 

하거나 일하고 있거나, 훈련을 받고 있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몯르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지방 사회보장서비스부에 연락하여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자금 지원이 열심히 일하며 가장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모든 학령기 아동 대상 보육 프로그램 및 900명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1월 1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 보육 서비스 

안정화 보조금 2차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회계연도 2023 예산의 일환으로, 

3억 4,300만 달러를 안정화 보조금에 배정하였으며 예산의 75%는 인력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임금 인상, 보너스, 등록금 보상, 직원 은퇴 계획, 건강보험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과거 1월 1일 이전 면허 등록을 마친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2차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주 전역의 서비스 

제공자 7,788명에 대한 1억 5,200만 달러 이상의 안정화 보조금이 지급 승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 집행 내역에는 보너스 및 임금 인상 1억 800만 달러, 직원 은퇴 계획 고용주 

부담분 대체 800만 달러, 직원 건강 보험 비용 640만 달러, 직원 정신 보건 지원 및 

서비스에 420만 달러, 등록금 보상 또는 대체 교육 실시에 970만 달러, 기타 사용 가능 

비용 1,570만 달러 등이 있습니다. 작년 9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되었으며, 이는 조기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를 의미합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들은 여기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ocfs.ny.gov%2Fprograms%2Fchildcare%2Fccap%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cf47d4d62b44123c4cb08da8aa64bf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7474409429242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DHQV%2Fs75%2BvyBKgCRCDFGRRDhs2DRVqvOUsd5JCHoK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applications-open-343-million-child-care-provider-grants-targeting&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cf47d4d62b44123c4cb08da8aa64bf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7474409429242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HWFJAUKThPF8Ns3ehYXdGcHxcMEVZ4z%2FXmwz5Bwxc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ocfs.ny.gov%2Fprograms%2Fchildcare%2Fccap%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6cf47d4d62b44123c4cb08da8aa64bf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7474409429242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DHQV%2Fs75%2BvyBKgCRCDFGRRDhs2DRVqvOUsd5JCHoK0%3D&reserved=0


Hochul 주지사가 추진한 20억 달러 투자의 결과 소득 상한이 상향 조정되어 보육 지원을 

받는 가족의 수가 늘어 났으며,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제공자들이 적절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에는 최근 예산에 반영된 뉴욕주 

아동 보육 블록 보조금(New York State Child Care Block Grants) 8억 9,400만 달러, 

지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사회 서비스 구역의 지방 부서에 전에 할당된 5억 달러 

이상의 기금, 그리고 기존 코로나19 팬데믹 지원 기금 6억 달러 이상이 포함됩니다.  

  

이번 발표는 회계연도 2023 예산에 포함된 4년에 걸쳐 약 70억 달러를 지원해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고 뉴욕주의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자의 일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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