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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4월 3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맞벌이맞벌이맞벌이맞벌이 가구에게가구에게가구에게가구에게 저렴한저렴한저렴한저렴한 아동아동아동아동 보육보육보육보육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7억억억억9,4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지원금이지원금이지원금이지원금이 작년작년작년작년 회계연도보다회계연도보다회계연도보다회계연도보다 7.45% 증액되다증액되다증액되다증액되다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많은많은많은많은 저소득저소득저소득저소득 가정이가정이가정이가정이 아동아동아동아동 보육보육보육보육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혜택을혜택을혜택을혜택을 받게받게받게받게 되다되다되다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저소득 맞벌이 가구가 광범위한 아동 보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아동 보육 보조금으로 7억9,400만여 달러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회계연도보다 

5,500만 달러 증액된 것입니다. 올해의 7.45% 인상 지원금 이전에는 뉴욕주 

아동보육정액보조금(CCBG)의 할당금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7억3,600만 달러에서 7억3,900만 

달러로 지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뤄졌습니다. CCBG는 뉴욕주 OCFS(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에서 관리합니다.  

 

연방 회계연도 2013에는 뉴욕주에서 약 223,000명의 아동이 아동 보육 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 보육 지원은 가구 규모, 가구의 총 연소득 및 보육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맞벌이 부모는 자녀를 위한 저렴한 보육과 일자리 유지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CCBG는 뉴욕주 가정에 중요한 자원입니다. 저는 올해 

이 프로그램의 지원금이 크게 증액되어 뉴욕주의 맞벌이 가구에게 안정감과 질좋은 아동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의 모든 아이들은 질 좋은 보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특히 저소득 가정은 

치솟는 물가로 인해 아동 보육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보조금 지원액의 큰 인상은 저렴한 아동 

보육 서비스를 받게 해줄 것입니다”라고 OCFS 커미셔너 대리 Sheila J. Poole이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뉴욕 입법 관련자들의 지원과 연민이 있었기에 이러한 지원금이 가능했습니다. 저소득 

맞벌이 가구 지원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나서준 이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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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G는 아동 보육 보조금 지급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원입니다. 매년, 지역의 사회복지구는 주 예산 

통과 후 배분금을 통지 받습니다. 이 배분금은 주로 연방 회계연도 2009년 – 2013년도 아동 보육 

청구금액의 평균 액수를 바탕으로 받은 정액 보조금의 일정 몫을 반영합니다. 이 배분금 액수를 

정하기 위해서 OCFS는 5년간의 청구 금액을 바탕으로 할당된 평균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카운티에 가해지는 자금 이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관되고 안정된 배분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상원 다수연합 공동대표인 Dean Skelos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 보육 서비스 지금의 이번 

인상으로 힘들게 일하는 뉴욕 가정에게 자녀들을 위한 저렴하고 수준 높고 안전한 아동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 및 의회 동료들과 함께 이 

중요한 보조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맞벌이 가구의 생활과 맞벌이 부부에게 전부나 다름 없는 

자녀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원 다수연합 공동대표인 Jeff Klein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ffordable New York 아젠다의 

일환인 독립민주회의(Independent Democratic Conference)는 아동 보육 서비스 보조금의 기록적인 

투자를 포함한 예산안 통과의 필요성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힘겹게 노력한 결과, 이 예산에는 

추가 아동 보육 기금으로 5,500만 달러가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뉴욕의 맞벌이 가구들이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십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자리도 더 늘어났습니다. 아동 보육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한다면 부모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것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없이 치솟는 

보육 비용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Simcha Feld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 보육 서비스 보조금은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려 애쓰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려는 많은 맞벌이 가구에게 생명선입니다. 

저는 맞벌이 부모와 그 자녀들을 위한 지원과 이것이 그들의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아동 

보육 보조금 증액을 자랑스럽게 지지했습니다.” 

 

Sheldon Silver 하원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미래를 짊어진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나올 우리의 많은 세대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더 나은 

뉴욕에 투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들에게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처음부터 단단한 

학습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때문입니다. 뉴욕의 맞벌이 가구를 위해 힘써주신 

Cuomo 주지사, 의회 다수당 동료, 특히 아동 보육 실무그룹의 일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질 좋고 저렴한 아동 보육 서비스를 보존하고 육성할 지원금을 

제공하는 포괄적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성공할 최고의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 생활을 지속하면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아동및가정위원회 의장인 Donna Lupardo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산층 가정들이 잘 

살도록 진정으로 도우려면 우리는 맞벌이 부모들이 의지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저렴한 아동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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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입법부 동료들과 함께 뉴욕주 가정에게 저렴한 

아동 보육 서비스 이용 기회를 늘려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뉴욕주 카운티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아동 보육 서비스 지원 자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카운티들은 배분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합쳐져 아동 보육 보조금을 증액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아동보육정액보조금아동보육정액보조금아동보육정액보조금아동보육정액보조금(CCBG) – 사회복지구사회복지구사회복지구사회복지구 배분금배분금배분금배분금 

2014년년년년 4월월월월 1일일일일 – 2015년년년년 3월월월월 31일일일일 

     

지역구지역구지역구지역구 최종최종최종최종 배분금배분금배분금배분금  지역구지역구지역구지역구 최종최종최종최종 배분금배분금배분금배분금 

Albany 12,665,097 달러   Onondaga 16,336,953 달러  

Allegany 561,517 달러   Ontario 1,749,549 달러  

Broome 4,057,382 달러   Orange 6,948,345 달러  

Cattaraugus 1,910,789 달러   Orleans 924,577 달러  

Cayuga 1,731,746 달러   Oswego 2,387,615 달러  

Chautauqua 4,200,437 달러   Otsego 951,105 달러  

Chemung 3,580,261 달러   Putnam 900,437 달러  

Chenango 606,343 달러   Rensselaer 4,146,750 달러  

Clinton 960,070 달러   Rockland 8,465,441 달러  

Columbia 1,294,424 달러   St. Lawrence 1,871,243 달러  

Cortland 1,062,880 달러   Saratoga 1,896,409 달러  

Delaware 1,279,709 달러   Schenectady 5,985,825 달러  

Dutchess 6,993,359 달러   Schoharie 599,716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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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e 24,336,843 달러   Schuyler 443,186 달러  

Essex 392,616 달러   Seneca 326,528 달러  

Franklin 938,975 달러   Steuben 2,223,038 달러  

Fulton 545,317 달러   Suffolk 31,364,169 달러  

Genesee 1,051,650 달러   Sullivan 1,840,133 달러  

Greene 513,475 달러   Tioga 1,468,569 달러  

Herkimer 941,984 달러   Tompkins 2,263,595 달러  

Jefferson 1,972,161 달러   Ulster 3,753,499 달러  

Lewis 309,023 달러   Warren 1,317,215 달러  

Livingston 1,192,450 달러   Washington 874,567 달러  

Madison 841,557 달러   Wayne 1,163,145 달러  

Monroe 36,259,399 달러   Westchester 27,775,594 달러  

Montgomery 703,648 달러   Wyoming 472,604 달러  

Nassau 44,065,328 달러   Yates 235,691 달러  

Niagara 2,267,598 달러  
 

New York 

City 
501,503,644 달러  

Oneida 6,646,229 달러   주주주주 총액총액총액총액 794,071,409 달러달러달러달러  

OCFS는아동 보육 서비스 보조금의 사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카운티와 보육 서비스 기관의 필요성 및 관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수령하는 학부모 또는 보육 서비스 기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구와 아동 보육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아동 주간 보육 서비스 기관 중 한 곳의 

보육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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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보육 서비스 인증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인증서가 있으면 학부모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은 규정된 아동 보육 서비스 기관의 보육 서비스 및 합법적으로 면제된 아동 보육 

서비스 기관의 보육 서비스를 포함해 폭넓은 아동 보육 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는 다음 가정에게 아동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어떤 활동에 참가해야 하는 임시 지원 대상 가정;  

• 맞벌이를 위해 아동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임시 지원에서 넘어가는 가정; 

• 임시 지원 자격이 되지만 맞벌이를 위해서 아동 보육 서비스를 원하기만 하는 가정; 

• 자금이 제공될 경우 수혜 자격이 되는 가정. 여기에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과 고등학교를 

이수한 십대 학부모와 같은 가정이 포함됩니다; 

• 자금이 제공될 경우 수혜 자격이 되는 가구, 그리고 지역구가 이 가구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계획에서 수혜 대상 가구로 포함시킨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  

 

OCFS는 아동, 가정, 커뮤니티 의 안전, 영구성 및 복지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뉴욕을 위해 일하며, 

708,000여명의 아동들을 돌보는 21,000여개 아동 보육 서비스 기관을 단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ocfs.ny.gov를 방문하시고,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페이지북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선택하거나 트위터에서 @NYSOCFS를 팔로우 하십시오. OCFS는 또한 

스페인어 트위터 계정, @NYSOCFS_espanol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