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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6,500만 달러 규모의 뉴욕 포워드 보육 확대 인센티브 발표  

  

연방 CARES 법안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새로운 보육 보건 및 안전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폐쇄된 프로그램을 재개하도록 지원  

  

미드 허드슨 지역은 오늘 재개 3단계 시작  

  

롱아일랜드는 내일 3단계에 진입  

  

어제 실시한 코로나 검사의 1.2%만 양성 진단  

  

주 전역의 입원자 수 1,104명으로 하락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 597건을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389,085건으로 증가했으며 37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6,5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안정 

및 경제적 안정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자금을 

뉴욕 포워드 보육 확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주 전역의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금 지원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모델을 추진할 자료 제공하고 재개 및 확대와 관련 있는 물품 및 

활동을 제공하여 보육 프로그램의 재개 및 역량 확대를 돕는 데 2,000만 달러. 

이러한 지원에는 파티션, 단기 공간 대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육 재개 및 확대 인센티브 기금 4,500만 달러는 새롭게 개장한 교실(최대 

지원금 6,000 달러)의 비용 50 퍼센트를 교실 개장 인센티브로 지급. 임시 자금 

지원은 더욱 많은 부모가 자녀를 맡기기 시작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달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아동 및 가족서비스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의 승인을 받고 등록한 보육 프로그램의 65 퍼센트가 운영을 계속하며 필수 



 

 

근로자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원 가능한 자금은 폐쇄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 재개하여 직장으로 돌아가는 가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다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가 아닌 과학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주에서 지표나 데이터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다시 재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재개한 주들은 

지금 다시 수치 증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60,000 건의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인구 대비 어떤 국가나 주정부보다 높은 수치이며, 이중 약 1 퍼센트만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검사를 세심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수치를 

보고 수치에 따라 재개 일정을 조정합니다. 허드슨 밸리는 오늘 3단계를 시작하고 

롱아일랜드는 내일 3단계로 들어갑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재개를 향해 나아가고 더욱 많은 

부모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또한 주 전역의 보육 프로그램이 안전한 

재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하며 기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 교실을 지원함으로써 직원과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재개 자금 취득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보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6월 15일 기준으로 

폐쇄한 상태이며 신청 2주 내에 재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등록된 수용 인원 

이하로 운영하고 있으며 확대 계획이 있는 등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프로그램이 최대 금액에 도달하면 비례 배분됩니다. 프로그램은 자금 사용의 

상세 계획을 제출해야하며 적어도 연말까지 운영해야 합니다.  

  

재개 및 재건 인센티브(Reopening and Restructuring Incentives)의 2,000만 달러 기금의 

최대 지원액은 프로그램에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회당 300달러에서 1,600달러 

입니다. 보육 프로그램은 7월 15일까지 OCFS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의 진행 상황을 뉴욕 주민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새로운 사례의 수, 양성 검사 결과의 비율 및 기타 많은 유용한 자료는 

항상 forward.ny.gov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자료는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 입원 환자 - 1,104명(전일 대비 -18)  

• 중환자실 환자 - 302명(전일 대비 -28)  

• 삽관한 중환자실 환자 - 204명(전일 대비 -24)  

• 총 퇴원 - 69,769명(전일 대비 +59)  

• 사망 - 27명  

• 총 사망 - 24,766명  

  

https://forward.ny.gov/


 

 

어제 뉴욕주에서 실시한 48,709건의 검사 중 597건, 즉 1.2%만이 확진 사례였습니다. 

지난 3일간 각 지역의 양성 검사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New York City  1.20%  1.10%  1.40%  

Capital Region  0.40%  0.70%  1.30%  

Central New York  0.90%  0.70%  1.80%  

Finger Lakes  0.40%  0.70%  1.10%  

Long Island  1.00%  0.90%  1.10%  

Hudson Valley  1.00%  1.00%  1.00%  

Mohawk Valley  1.00%  1.40%  0.50%  

North Country  0.20%  0.10%  0.40%  

Southern Tier  0.30%  0.30%  0.20%  

Western New York  0.80%  1.00%  1.30%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또한 오늘 597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의 확진 사례가 총 389,085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389,085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2,062  2  

Allegany  58  0  

Broome  671  1  

Cattaraugus  118  3  

Cayuga  108  0  

Chautauqua  116  0  

Chemung  139  0  

Chenango  141  1  

Clinton  100  0  

Columbia  454  2  

Cortland  44  0  

Delaware  91  1  

Dutchess  4,150  5  

Erie  7,073  38  

Essex  41  0  

Franklin  28  1  

Fulton  244  0  

Genesee  229  4  

Greene  256  0  

Hamilton  6  0  

Herkimer  137  0  

Jefferson  84  0  



 

 

Lewis  24  1  

Livingston  125  1  

Madison  347  0  

Monroe  3,540  28  

Montgomery  109  1  

Nassau  41,544  31  

Niagara  1195  2  

NYC  21,3056  315  

Oneida  1,421  5  

Onondaga  2,702  27  

Ontario  242  0  

Orange  10,666  12  

Orleans  277  1  

Oswego  179  6  

Otsego  83  0  

Putnam  1,305  0  

Rensselaer  533  5  

Rockland  13,529  15  

Saratoga  538  3  

Schenectady  770  9  

Schoharie  57  0  

Schuyler  12  0  

Seneca  64  0  

St. Lawrence  217  0  

Steuben  263  0  

Suffolk  41,056  46  

Sullivan  1,440  2  

Tioga  141  1  

Tompkins  175  0  

Ulster  1,757  1  

Warren  262  0  

Washington  244  0  

Wayne  145  2  

Westchester  34,581  24  

Wyoming  93  0  

Yates  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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