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빈곤 지역 학구의 탁아소 확장에 500만 달러 지원 발표 

 

보조금은 현재의 탁아소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는 학구를 포함한 빈곤 지역 학구에 지원 

예정 

 

2017년 시정방침(2017 State of the State)에서 주지사가 약속한 지원금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역의 빈곤 지역 학구에서 3세에서 4세의 

어린이들을 위한 탁아소 설립에 500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현재 주 보조금을 받는 탁아소 프로그램이 없는 빈곤 지역 

학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품질을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빈곤 지역의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환경을 지어주는 

데 도움이 되어 그들이 학업에 성공하고 찬란한 미래로 가는 길에 들어서게 할 것입니다. 

탁아소에 갈 기회를 확대하여 아이들을 훌륭한 학생으로 키울 기회를 늘리고 우리에게 

강한 뉴욕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기 관리와 교육 위원회(Early Care & Learning Council)의 연례 오찬에서 오늘 발표를 

맡은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기 교육은 아이들이 훌륭한 학업을 

달성하여 취업의 기회를 얻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사회 모든 계층의 교육에 대해 

역사적인 투자를 진행해 온 것은 이것이 앞으로의 성공적인 삶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500만 달러의 보조금으로 우리가 약속한 빈곤 지역의 

탁아소에 아이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2011년부터 Cuomo 주지사는 뉴욕 전역 어린이들의 장래 학업을 위하여 어린이 

조기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2013년에 Cuomo 주지사는 

주에서 최초로 전일제 탁아소 시설을 창설하였으며 2015년에 뉴욕은 처음으로 3세 

아동을 수용하는 탁아소 시설을 확장하였습니다. 뉴욕이 탁아소에 대한 지원은 현재 년 

8억 달러가 넘으며 매년 120,000여 명의 3, 4세 아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탁아소는 무료로 운영합니다. 



이번에 추가한 500만 달러는 뉴욕이 현재 탁아소 프로그램 시설이 없는 지역을 포함한 

빈곤 지역에 탁아소 확장을 지원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입찰 신청(Request for Proposals, RFP)은 여기서 가능하며 2017년 8월 9일 마감 

합니다. 

 

MaryEllen Elia 뉴욕주 교육부 (State Educ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성취도 격차의 절반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질 높은 탁아소 프로그램은 학생이 2학년에 수학과 독해에서 

뛰어난 성적을 낳는 데 일조합니다. 따라서 고품질, 전일제의 탁아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의 삶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빈곤 지역과 부유한 지역 아이들의 성취도 격차를 줄이고 아이들과 납세자들에게 

부담되는 비용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원교육위원회(Senate Education Committee) 의장 Carl L. Marcellin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질 높은 학전 교육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우리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배움의 방식을 터득한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장래에 더 큰 

성공과 업적을 이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배정한 이 보조금은 장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번 기획에 관하여 1월에 한 예산 보고서에서 처음 발표하였으며 

2018년 예산(FY 2018 Budget)에 채택되었습니다. 학구에 대한 보조금은 해마다 

갱신하여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에 제공하고 환경, 사생 관계 및 학생 

성적을 평가하는 품질 지표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주 교육부에서 올가을에 보조금 

수상 대상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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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