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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유아기 시스템 조정 및 강화를 위해 뉴욕이 연방 자금 4,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  

  

정부기관과 부모가 협력하여 우리의 가장 어린 뉴욕 주민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서비스 개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이 주의 유아기 시스템 조정 및 강화을 위해 

4,02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람에서 5세까지 프리스쿨 

개발 보조금(Preschool Development Birth Through Five)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부모를 지도자로 참여시켜 유아 교육에 참여하는 인력의 질을 향상하고 양질의 조기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of Children and Families)이 삼 년 동안 매년 1,340만 달러를 

제공하는 보조금은 뉴욕주 아동가족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이 관리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모든 어린이가 유년기에 최고 수준의 

보육, 의료, 교육을 누려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프로그램 간의 강력한 공조 체제가 매우 중요하며, 이 기금은 

우리의 가장 어린 뉴욕 주민들을 성공으로 이끌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한층 강력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육아 지원 태스크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 Force)의 공동 의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의 개발과 성공을 보장하는 데 

양질의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연방 

보조금은 우리의 강력한 주 및 연방 파트너십으로 확보한 것으로, 주 전역의 조기 보육 

및 시스템 전바에서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 개발을 한층 양질의 조정 및 강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기금은 보육 서비스를 늘리고 현재 및 미래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가정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보조금은 보육, 어린이집, 헤드 스타트(Head Start), 취학 전 프리스쿨, 가정 방문 및 조기 

개입을 포함하는 조기 치료 및 교육 시스템을 완비하고, 일관된 기준과 측정 방식을 

적용하여 가족이 공평하고 포괄적인 보육 서비스에 접근하고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학습 환경 및 필수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뉴욕주 아동가족 위원회, 유아 자문 위원회(Early Childhood Advisory Council), 뉴욕주 

아동 및 가정 서비스청(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뉴욕주 

교육부(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뉴욕주 정신보건국(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를 비롯한 기타 아동 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향후 

삼 년 동안 부모 및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기존 조기 보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조정하며, 더욱 효율적으로 고품질 프로그램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다수의 파트너들은 주지사 직속 유아 자문 

위원회(Early Childhood Advisory Council) 회원들과 주지사 직속 육아 지원 태스크 

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 Force) 회원들입니다. 이 사업은 보육 사막을 줄이고 

가족들이 조기 보육 및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의 목표를 달성할 겄입니다.  

  

Joseph Morell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들이 

성장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어린 나이부터 필수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연방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린이,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의 단체가 보여주신 파트너십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의 Sheila J. Pool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기에 

양질의 풍요로운 학습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아이들의 발달과 성공을 촉진하고, 우리 

뉴욕주의 강력한 미래를 건설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안전하고, 보살핌을 받고, 

배움의 준비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다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아동 가족 위원회의 Renée L Rider 총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 기금은 

주 전역에서 추진한 기존 보육 및 교육 계획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계획은 성공적으로 

어린이 뉴욕 주민과 그 가족을 위해 더욱 나은 성과를 거둬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발전할 기회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및 의료 부문을 하나로 통합하여 

아이들이 학교와 그 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아동 

가족 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초기 개입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는 뉴욕주가 보유한 양질의 종합 유아 



 

 

보육 시스템을 강화하여 어린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더욱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국 커미셔너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보건국은 조기 

보육 및 학습 환경에서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지원을 도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보조금은 아동과 가족/보육자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가 자연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게 함으로써 조기에 개입하여 성과 개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기의 집중적인 개입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기금은 또한 

인력을 지원하고 기술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헤드 스타트 콜라보레이션(NYS Head Start Collaboration) 디렉터이자 유아기 

자문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인 Patty Pers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시스템 구축 

과정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심을 통해 조기 보육 및 교육 시스템을 조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뉴욕의 유아기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늘린다면, 이들이 가족 전체가 필요로 하는 자녀 육아 및 교육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리젠트 이사회(Board of Regents)의 Betty A. Rosa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젠트 이사회는 뉴욕의 모든 어린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의 조기 보육, 

브리스쿨, 유아기 교육 정책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야심찬 노력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 보조금은 다른 주정부 기관과 함께 우리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 현재의 조기 교육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가족들이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액션 플랜을 창조하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Shannon Tahoe 중기 주정부 교육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의 아이들이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노력에서 아동 가족 위원회 

및 기타 주정부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아동과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 지원 서비스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우리는 아동의 

생애 전반이 수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금은 가족들이 조기 보육 및 교육을 

선택하는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어린이,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어린이들을 

위해 양질의 조기 보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유아기 자문위원회 공동 의장 겸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의 유아 아동 이니셔티브(Early Childhood Initiatives) 학장인 Sherry Clear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보조금은 어린 자녀와 그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뉴욕의 포괄적인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의 기관과 비영리 

단체들은 우리 아이들이 성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협력해 왔습니다. 성공적인 미래는 유년기가 결정하며, 이 보조금은 우리가 뉴욕에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에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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