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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5개의 빈곤한 학군의 3세 유치원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 보조금 

1,040만 달러 발표 

 

보조금은 1,5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질 좋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게 지원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 전역에 있는 1,500여 명의 3세 유치원생들이 질 

좋은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25개의 빈곤한 학군에 1,04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2016년 선두지위 건설 계획(2016 Built to Lead Agenda)에 

포함된 이 보조금은 빈곤한 학군을 위주로 한 조기 교육 추진에 대한 주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유치원 교육을 확장하고 모든 학생의 미래 학업 개선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이런 소외계층 커뮤니티의 어린이들이 학문적으로 공평한 

경쟁을 펼치도록 도와주어 그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고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뉴욕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보조금은 신청서 내용의 질과 학구 및 학생의 수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노력 및 유치원 프로그램에서 받는 어린이 학생 수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지원되었습니다. 

 

Betty A. Rosa 심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결과의 의하면 학생들의 성취도 

격차의 절반은 1학년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양질의 학전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이런 저소득층과 부유한 가정 자녀들 사이의 성취도 격차를 

줄이고 아이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장기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출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주 교육부 커미셔너 MaryEllen Eli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치원은 

어린이들의 입학 준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양질의 유치원 프로그램, 특히 

저소득층 혹은 불우 학생들을 상대로 전일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이런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학교를 견지하도록 도와주고 장기간에 걸쳐서 재교육, 

복지, 건강 및 형사범죄 프로그램 비용을 현저하게 줄입니다.” 

 

지역별 보조금 수상 학군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outlines-2016-agenda-signature-proposals-ensuring-new-york-and-will-continue-be


학군 지원금 

Addison Central School 
District $310,040 

Auburn City School District $820,384 

Bath Central School 
District $306,161 

Beekmantown Central 
School District $213,408 

Canajoharie Central 
School District $150,475 

Chateaugay Central 
School District $176,000 

Cohoes City School District $263,147 

Copenhagen Central 
School District $144,000 

Dansville Central School 
District $198,487 

Dunkirk City School District $692,168 

Fillmore Central School 
District $211,782 

Genesee Valley Central 
School District $203,065 

Jordan-Elbridge Central 
School District $510,912 

Lackawanna City School 
District $583,859 

Lansingburgh Central 
School District $126,369 

Middleburgh Central 
School District $125,303 

Monticello Central School 
District $248,982 

Odessa-Montour Central 
School District $266,217 

Penn Yan Central School 
District $216,000 

Rome City School District $1,147,527 

Sodus Central School 
District $179,665 



Syracuse City School 
District $1,245,461 

Watertown Central School 
District $1,075,968 

Whitney Point Central 
School District $453,438 

Yonkers City School 
District $492,592 

총액 $10,361,410 

2011년 이후 Cuomo 주지사는 뉴욕 전역 어린이들 학업의 미래를 위하여 어린이 

조기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조기 교육은 성취도의 격차를 

좁히고 어린이의 조기 단계에 그 혜택을 주어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줍니다. 국립 

조기교육 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에 의하면 양질의 유아 

조기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기에서 21세 사이의 아이들이 높은 인지능력 점수와 

언어 및 수학 방면에서 높은 학점을 땄으며 4년제 대학 입학과 취업에 더 많이 

성공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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