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3년 3월 15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주민 보육 서비스 접근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온라인 지원 발표  

  

지역 자금 지원 기회에 대한 자격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연결시켜주는 사전검토 

툴의 도입으로 주지사의 시정연설 제안안 실행    

  

주정부 기관, 조기 교육 지도자,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다시 

조성하여 보육 전면 지원 계획 수립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서 직장을 가진 가족들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온라인 툴의 운영을 시작하고 

태스크포스를 다시 소집해 전면 보육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뉴욕의 보육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보다 경제적이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주지사의 계획의 일환이며, 주지사는 해당 

내용을 2023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자신이 저렴한 보육 옵션의 부족으로 인해 

직장 생활을 잠시 중단해야 했던 엄마였기 때문에 이 생명줄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 우리는 보육을 찾는 

과정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자격을 넓히고, 보육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 조치를 취해 

모든 뉴욕 주민이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검토 툴을 이용해 부모들은 뉴욕주 보육 지원 프로그램(Child Care 

Assistance Program)을 통한 저비용 또는 무료 보육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뉴욕주 아동가족복지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이 

개발한 해당 툴은 가족을 위해 지원 절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가족들은 자신들이 특정 서비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면 즉시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 수 

있으며,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 사회복지서비스부로 연결됩니다. 새로운 온라인 

툴은 12개 언어로 제공되며 뉴욕주 아동가족복지청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및 모바일 버전 모두 지원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plan-make-child-care-more-affordable-accessible-and-fair-new-york%23%3A~%3Atext%3DJanuary%252010%252C%25202023-%2CGovernor%2520Hochul%2520Announces%2520Plan%2520to%2520Make%2520Child%2520Care%2520More%2520Affordable%2Cand%2520Fair%2520in%2520New%2520York%26text%3DGovernor%2520Kathy%2520Hochul%2520today%2520announced%2C2023%2520State%2520of%2520the%2520State.&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229ade85531b40f368db08db2566424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489350625486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bnN7FZQiFmREsEDciP0RmArFHdXUSGCnc6U%2Flz5%2FDE%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hs.ocfs.ny.gov%2FCCAPeligibility&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229ade85531b40f368db08db2566424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489350625486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gQt%2B2uzo2Ra7W1DJv6qGnf6EfFwD4on6N1FqYETBo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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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229ade85531b40f368db08db2566424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489350640957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6azxo26imeItBcOO%2B6GjI7mFeTsfGxqOCFbNg8928wY%3D&reserved=0


Hochul 주지사는 1월 시정연설의 일환으로 온라인 사전검토 툴의 운영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주지사는 보육 지원 신청 과정의 간소화 및 중앙화를 

촉구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4년 동안 76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양질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청 절차 신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보육 접근성 태스크포스(New York State Child Care 

Availability Task Force)를 다시 소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정부가 전면적인 

복지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수립합니다. OCFS 커미셔너 대행인 Suzanne 

Miles-Gustave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커미셔너가 공동 의장을 맡는 

태스크포스는 2021년 5월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 초 회의를 

가졌습니다.  

  

보육 접근성 태스크 포스 재소집은 전면 보육 지원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말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계획 수립과 더불어, 태스크포스는 뉴욕주의 보육 수요, 

보육 서비스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을 평가하고 보육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팬데믹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임시 및 장애지원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아동가족위원회(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 조세금융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지역경제발전위원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뉴욕주 교통부(State Education Department) 등 관계자로 구성됩니다. 태스크포스 

구성원에는 또한 보육 서비스 제공자 및 노조, 지지 단체, 이해관계자, 비즈니스 

커뮤니티, 지역 사회복지부 등이 참여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2018년 12월 태스크포스가 처음 소집되었을 때 공동 위원장을 맡아 

모든 뉴욕 주민이 적정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 확보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의 사회보장서비스법은 태스크포스 재소집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태스크 포스는 2021년 보고서와 같이 제안을 검토하는 것 이상의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뉴욕주 아동가족복지청 커미셔너 대행 겸 태스크포스 공동 위원장인 Suzanne Miles 

Gustav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10%만이 실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OCFS는 보육 투자를 통한 가족 지원을 비롯해 

뉴욕주의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계획을 집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비전을 가이드로 삼아, 저는 태스크포스의 공동 위원장으로서 전면 보육 

지원을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 뉴욕을 위해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이용 가능한 

선택지를 마련할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ocfs.ny.gov%2Fprograms%2Fchildcare%2Favailability%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229ade85531b40f368db08db2566424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489350640957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LVoM2WoFoHqtyP0oKI82CnjeoCDxWZPQ7B7K1AGn9O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ocfs.ny.gov%2Fprograms%2Fchildcare%2Favailability%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229ade85531b40f368db08db2566424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489350640957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LVoM2WoFoHqtyP0oKI82CnjeoCDxWZPQ7B7K1AGn9O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ocfs.ny.gov%2Freports%2Fchildcare%2FChild-Care-Availability-Task-Force-Report.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229ade85531b40f368db08db2566424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489350640957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3Mg0PZJqMgPwHAdjPP9QBrnsdr64imweedt4zAJLOwg%3D&reserved=0


Roberta Reardon 뉴욕주 노동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태스크포스에 

대한 발표를 통해 Hochul 주지사는 우리 주의 근로 가정이 직면한 보육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용주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문제이며, 문제 해결은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저는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기쁘며, 다른 구성원들과 솔루션을 

확인하고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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