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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보육보육보육보육 시설시설시설시설 안전을안전을안전을안전을 개선하기개선하기개선하기개선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비상비상비상비상 규제규제규제규제 발표발표발표발표 
 

새새새새 규제에규제에규제에규제에 의거의거의거의거 주정부는주정부는주정부는주정부는 특정특정특정특정 불안전불안전불안전불안전 조건으로조건으로조건으로조건으로 인해인해인해인해 보육보육보육보육 제공자의제공자의제공자의제공자의 면허를면허를면허를면허를 정지정지정지정지 또는또는또는또는 취소취소취소취소 
가능가능가능가능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부모들은부모들은부모들은부모들은 주주주주 전역의전역의전역의전역의 보육보육보육보육 기관들의기관들의기관들의기관들의 위반위반위반위반 이력을이력을이력을이력을 확인확인확인확인 가능가능가능가능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보육 프로그램의 안전성 및 책임성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는 주정부가 보육 보건 및 안전 기준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제공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정부가 검열과 최대 6년 동안의 위반 이력뿐만 아니라 불법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주 면허된 보육 제공자의 온라인 등록을 

확대하고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탁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새 규제는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함으로써 주 전역에서 양질의 보육 이용 가능성을 증대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심각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로부터 벌금 

이력을 포함하기 위한 우리 주 등록부 업데이트에 이르기까지 이 개혁은 뉴욕주 

아동들이 커뮤니티 제공자들의 관리 하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보호되도록 할 것입니다.”  
 

새 규제는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최근 끝난 회기 동안에 하원에는 

상정되지 못한 주지사의 보육 프로그램 안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 하에서 주정부는 제공자의 보육이 아동에게 또는 일반인의 건강에 “임박한 

위험”을 제기할 때 제공자의 면허를 정지,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위험이 명료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주정부는 불충분한 스탭-

아동 비, 아동을 위한 적절한 치료 미확보, 비상구 봉쇄, 체벌, 위생 조건 불량 및 

검열관과의 비협조 등을 포함한 특정 상황에서는 보육 제공자의 면허를 정지,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지시로 이러한 개혁은 또한: 

• 화재, 안전 및 보건 위험을 포함한 최초 및 반복적 심각한 위반에 대한 벌금을 하루 

최고 $500로 인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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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의 불법 운영을 법집행 기관에 통보할 것을 주 검열관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 한 장소의 보육 기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때마다 모든 제공자의 주 규제 

프로그램 검토를 촉발할 것입니다;  

• 불법 탁아 프로그램 운영자들에게 그들이 주정부에 의해 폐쇄되었을 때 

부모들에게 서면으로 즉각 통보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 뉴욕주에는 약 21,000개의 보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 11,000개가 뉴욕시에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과가 규제하는 5개 구의 2,000개 탁아소를 제외하고는 

뉴욕주 아동가족실이 모든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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