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5/17/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교육법의교육법의교육법의교육법의 학부모학부모학부모학부모 선택을선택을선택을선택을 위해위해위해위해 단결하다단결하다단결하다단결하다 

 

ATTN TV 방송국방송국방송국방송국: 동영상동영상동영상동영상, 오디오오디오오디오오디오 및및및및 사진은사진은사진은사진은 아래아래아래아래 참조참조참조참조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교육법의교육법의교육법의교육법의 학부모학부모학부모학부모 선택을선택을선택을선택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지원에지원에지원에지원에 힘을힘을힘을힘을 실어주기실어주기실어주기실어주기 위해위해위해위해 Brooklyn 교회들에서교회들에서교회들에서교회들에서 

연설하다연설하다연설하다연설하다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학부모학부모학부모학부모, 학생학생학생학생, 지역지역지역지역 선출직선출직선출직선출직 공무원들과공무원들과공무원들과공무원들과 Midwood의의의의 Yeshiva Shaare Torah에에에에 

모여모여모여모여 교육법의교육법의교육법의교육법의 학부모학부모학부모학부모 선택을선택을선택을선택을 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 

 

주지사 Andrew M. Cuomo는 오늘 뉴욕주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대안 학교 옵션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교육법에 학부모 선택권을 지원하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 

주지사가 발표한 이 법안은 교육기관의 다양한 부분을 위해 연간 교육 세액공제로 

1억5,000만 달러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학부모, 학생, 선출직 공무원 및 커뮤니티 리더들과 브루클린의 Yeshiva 

Shaare Torah에서 만나 교육법의 학부모 선택을 지지하였습니다. (이 지지모임의 사진 

및 동영상 보기, 오디오 듣기.) 

 

Cuomo 주지사는 또한 뉴욕시의 교회 네 곳을 방문해 연설하였습니다:  

Church of St. Mark Episcopal (사진, 오디오, 동영상) 

The Concord Baptist Church of Christ (오디오) 

First Baptist Church of Crown Heights (사진, 오디오) 

St. Jude’s Shrine Church (사진, 오디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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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이자 자신의 자녀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에 대한 

문제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립학교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주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교실 비품 값을 지불하는 교사들에게 세금 공제를 해주고, 

자녀를 비공립학교에 보내는 선택을 하는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지원하고 이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이해하는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당 법은 매년 다음 사항을 제공해 주는 교육세 공제에서 미화1.5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습니다:  

 

1. 자녀를 비공립 학교에 보내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세금 공제,  

2.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공립 학교 또는 비공립 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3. 공립 학교를 위한 강화 교유 프로그래밍에 대한 인센티브 (기타 학교 프로그램 

과 같음), 그리고  

4. 공립 학교 교사들을 위한 학용품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 

 

40만명에 달하는 학생 또는 뉴욕주에서 약 15%에 달하는 학생들이 비공립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거의 뉴욕주의 모든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육 대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쇠잔하고 있는 기존의 공립 학교가 있는 커뮤니티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현재 뉴욕주에 178개의 쇠잔해 지고 있는 공립 학교가 있습니다--대부분은 10년 전부터 

이미 쇠잔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쇠잔해 지고 있는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대안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주의 대부분 교구 학교에서는 재정 부족난을 겪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할 때에 엄청난 자금 부족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주에서 75개가 넘는 교구 

학교에서 지난 5년간 폐쇄되었고 평균 등록금은 매년 학생 당 최고 미화8,500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법의 학부모 선택은 전체 주의 학부모들을 위한 중요한 대안을 지원해 

줍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과 너무 붐비거나 쇠잔 상태에 처한 지역의 가족에게는 

더욱이 중요합니다. 

 

가족가족가족가족 선택선택선택선택 교육교육교육교육 융자금융자금융자금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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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학부모 선택에서 미화7천만달러에 달하는 부분은 비공립 학교 학생들의 

가족에 융자금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연소득이 미화6만달러 이하인 가족에서는 비공립 

학교와 지역 이외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당 최대 미화5백달러에 달하는 등록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약 140,000명의 자녀들과 전체 주에서 약 82,000개의 

가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교육교육교육 장학금장학금장학금장학금 및및및및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세금세금세금세금 공제공제공제공제 

교육법의 학부모 선택에서 해당 부분에는 두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처음 요소는 

미화5천만달러의 융자금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가족과 비공립 학교에 다니는 P-12학년의 

기타 학생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 요소는 미화2천만달러의 융자금을 제공하여 공립 

학교에서의 교육 프로 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비영라 조직을 지원해 줍니다. 

 

사립 학교의 P-12학년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미화6천7백만달러: 총 

미화5천만달러에 달하는 세금 공제는 등록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가족에게 장학금 

미화6천7백만달러를 제공하여 비공립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해 주며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 학생들과 기타 학생들이 사립 학교 또는 지역 이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과 사업가들은 P-12학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해 주는 

비영리 조직에서 모집한 최대 75%에 달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에서는 학생 가족의 재정 수요에 근거하여 사립 학교와 지역 

이외 공립 학교에 장학금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공립 학교 프로그램을 위한 미화2천7백만달러: 교육 장학금과 프로그램 세금 공제의 

해당 부분에 따라 공립 학교 학생들과 교육자들은 교육 개선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자금 미화 2천7백만달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과 사업가들은 공립 

학교와 탁아소, 그리고 수업 시간 연장 프로그램을 포함 한 공립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비영리 조직에 모집한 75%에 달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총 미화2천만달러에 

달하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용교육용교육용교육용 자료자료자료자료 및및및및 학용품학용품학용품학용품 융자금융자금융자금융자금 

교육법의 학부모 선택에서 미화1천만달러에 달하는 요소는 공립 학교 교육자 당 최대 

미화200달러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제공하여 교사의 강의에 사용될 교육용 자료 및 

학용품 구입을 지원해 줍니다. 해당 융자금은 전체 주의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헤택을 

가져다 주며 선착순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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