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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의원 대표단, 학생들의 교육을 도울 필요가 큰 지역사회들에서 

 PRE-K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2,500만 달러 지원을 발표 

 

연방 보조금이 뉴욕시, 롱아일랜드, 허드슨 밸리 및 노스 컨트리에서 Pre-K  

프로그램 지원  

 

2014년 이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서 2,300개가 넘는 종일반 Pre-K  

시설이 만들어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융커스, 포트 체스터, 워터타운 및 

유니언데일에서 pre-k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교육보건복지부에 의해서 관리되는 이 지원금은 저소득 내지 중산층 

가정의 아동들을 위해서 고품질의 취학 전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사회가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학교에서 성공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2,500만 달러는 이 

지원금의 3년차에 대한 것이며, 주 전역에 걸쳐 필요가 큰 지역사회들에서 새로운 

고품질의 취학 전 교육이나 향상된 교육 기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갱신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모든 아동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초기에 고품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 또 다른 

진전을 나타냅니다. 주 전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pre-k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어린 뉴욕 주민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하고, 그들이 미래의 성공을 향한 

길에 진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필요가 큰 지역사회들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유치원 취학 전의 종일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2014년 12월에 처음으로 연방 자금 2,50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뉴욕시, 융커스, 포트 체스터, 라이, 유니언데일 및 워터타운에 총 2,385개의 

종일반 시설을 만들도록 도왔으며, 유니언데일 및 포트 체스터 라이에서 처음으로 

유치원 취학 전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새로운 교육 시설에서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받은 지역들은 주 정부의 모니터링 및 개선 시스템인 Quality Stars 

NY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했습니다. 

 

우리 주는 4년에 걸쳐 총 1억 달러를 신청했으며, 최대 1억 달러까지의 추가 지원금 

배정은 이러한 지역들에서의 벤치마크 달성에 대한 주의 진척사항 및 자금 가용성에 

좌우됩니다. 올해 뉴욕이 받는 지원금은 고품질의 유치원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이용 기회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2,500만 달러에 대해 갱신되었습니다. 뉴욕은 지원금 신청에서 

우리 주가 목표로 설정했던 본래 목표보다 더 많은 교육 시설을 만든 점에 대해 연방 

정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3차 연도에 대한 지역 단위 최종 배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시 760만 

달러, 융커스 730만 달러, 포트 체스터 320만 달러, 워터타운 250만 달러, 그리고 

유니언데일 320만 달러. 뉴욕은 주 수준의 인프라에 투자할 자금도 받게 됩니다. 

 

이 자금은 미국 교육부의 프리스쿨 개발 보조금 (Preschool Development Grant)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총 35개의 주와 푸에르토리코가 올해 이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단지 18곳만이 자금을 받으며, 뉴욕은 그 중 하나입니다. 

 

뉴욕주는 주 수준에서 3억 8,500만 달러에서 8억 1,000만 달러로 유치원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주 정부의 지원을 두 배 이상 늘렸으며, 이를 통해 120,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구 결과, 수준 높은 조기 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는 학년 수준의 독해 능력을 갖추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특히 

종일 유아원 프로그램은 2학년까지 참여 학생의 수학과 읽기 성적이 현저하게 향상되며 

유급 확률도 낮아진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원의원 Eliot Eng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의 초기 교육은 해당 아동의 장기적인 

학문적 성공을 보장하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뉴욕은 근로자 가정을 위해서 pre-k를 

확대함에 있어서 국가적 리더였습니다. 전직 교사로서, 저는 모든 수준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어린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융커스와 뉴욕시에서 고품질의 pre-k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법부와 긴밀히 협력한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하원의원 Nita M. Low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나가기에 너무 빠른 경우는 없으며, 

유치원 취학 전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pre-k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힘들게 

싸워왔으며, 포트 체스터가 더 많은 풀타임 pre-k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원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너무도 기쁩니다. 내년에 새로운 행정부 및 의회와 함께, 저는 

pre-k와 아울러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고로 실현하도록 돕는 조기 교육에 대한 그 

밖의 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하원의원 José E. Serran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품질의 조기 교육만큼 아동들이 

인생에서 나중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연방 

보조금은 뉴욕시의 근로자 가정들이 그들의 소득이나 그들이 사는 곳을 불문하고 

고품질의 pre-k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뉴욕은 이 

중요한 자금을 받도록 선정된 단지 소수의 주들 중 하나였으며, 이는 모든 연령층의 

아동들을 위해서 교육 기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리 주의 중점을 보여줍니다.” 

 

하원의원 Elise Stefani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품질 교육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http://www2.ed.gov/programs/preschooldevelopmentgrants/index.html?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 중요한 보조금은 저소득 및 중산층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노스 컨트리 가정들이 중요한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는 우리의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계속 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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