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1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전역 방과 후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을 확대하기 

위한 680만 달러 규모 지원금 발표  

  

주 전역 학생 4,250명에게 추가로 제공될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School Program)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수요가 높은 뉴욕주 15개 교육청 및 지역사회 기반 

기관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School Program) 

지원금 68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지원금은 프로그램 정원수를 

4,250명으로 늘릴 있도록 지원하여 총 89,0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본 

자금은 9월 롱아일랜드 지역에 지급된 240만 달러 외 추가로 지원된 자금이며, 이로서 총 

지원금은 1,0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작년 3,500만 달러 지원 공약 중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School Program)에 지원된 금액은 총 

4,500만 달러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교육과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고,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에게 사회화 기회와 이 

프로그램이 아니면 누릴 수 없을지 모르는 중요한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뉴욕주 전역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촉진하여 더 많은 학생을 성공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뉴욕주의 모든 학생이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기금으로 뉴욕주 전역의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방과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뉴욕주는 열악한 

지역사회의 청소년에게 교실 안팎에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자원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이번 투자는 가장 젊은 뉴욕 주민과 

뉴욕주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주지사의 2018년 시정방침(2018 State of the State)의 일환으로 1월에 처음 발표된 

기금은 학생 한명당 1,600 달러의 보조금을 5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허용하는 

방안으로 2018-2019년도 예산(2018-2019 Budget)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청은 환경, 



 

 

직원 대 학생 상호작용, 학생의 성과 등을 평가하는 교육품질 지표를 반드시 

채택해야합니다.  

  

연구 결과는 유익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더 좋은 출석과 학업 성취를 

보이고 방과 후에 위험한 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욕주 아동가족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의 Sheila J. Poole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생의 학업 성취와 사회적 

성공을 촉진합니다. 아울러, 부모님들은 자녀가 즐겁고 유익하며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학습한 내용과 더불어 새로운 활동과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교무위원회(Board of Regents)의 Betty A. Rosa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력한 방과 후 프로그램은 도움이 꼭 필요한 어린이와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렇든 안전하면서도 교육적인 기회의 접근성을 높이면, 지역사회 전체를 

발전시키고 일하는 부모의 마음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투자입니다.”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의 MaryEllen Elia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과 

후 종소리가 울렸다고 해서 어려운 처지의 학생과 가정을 지원하는 일이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연령이 맞는 교육 및 

오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정에 의미 있는 자녀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선사할 것입니다. 교육 위원회와(Board of Regents) 저는 폭력을 

방지하고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고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할 필수 자원을 제공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수혜자  

  

• 뉴욕시 교육청 (퀸즈 지역구 27) - 502,400달러  

• Children of Promise, NYC (브롱크스 지역구 09) - 320,000달러  

• The Sports & Arts in Schools Foundation Inc. (퀸즈 지역구 30) - 

672,000달러  

• New York Center for Interpersonal Development, Inc.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구 31) - 256,000달러  

• 뉴욕시 교육청 (맨해튼 지역구 05) - 582,400달러  

• East Side House, Inc. (브롱크스 지역구 07) - 360,000달러  

• CareerVisions - NY, (브롱크스 지역구 11) - 288,000달러  

• Maspeth Town Hall, Inc. (퀸즈 지역구 24) - 800,000달러  

• Sunnyside Community Services, Inc. (퀸즈 지역구 24) - 160,000달러  



 

 

• 스키넥터디 교육청 (스키넥터디) - 798,400달러  

• Oswego County Opportunities Inc. (풀턴) - 104,000달러  

• 용커스 시 교육청 (용커스) - 800,000달러  

• YWCA of Western New York (래카와나) - 398,400 달러  

•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Association of St. Lawrence County 

(Parishville-Hopkinton) - 174,400달러  

• 마운트 버논 시 교육청 (마운트 버논) - 584,000달러  

  

방과 후 활동의 중요성  

  

아동 발달 사무국(Office of Child Development)과 피츠버그 대학에 따르면,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탐험과 창의적 표현을 장려하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유익하고 

영감 가득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은 스스로의 잠재력과 

흥미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아동 발달에 

집중하는 조직적이고 풍부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감성 발달에서부터 

스스로의 흥미와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하는 법, 팀 활동을 평가하고 멘토의 지도와 격려를 받는 안전한 환경에서 기회를 

잡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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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1F84870166AE0C448525833F0069F29A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