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의 방과 후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을 

확대하기 위한 28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에 대해 발표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 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School Program) 자리를 60 

퍼센트 늘려서 1,762 개의 새로운 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뉴욕주 전 지역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수요가 높은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한 3,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의 일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롱아일랜드의 방과 후 프로그램의 수요가 높은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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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28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1,762 개의 새로운 

자리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 수는 4,708 개로 늘어났으며 이는 

작년보다 60 퍼센트 증가된 수치입니다. 주지사의 2017 년 뉴욕주 시정방침(Governor's 

2017 State of the State)의 일환으로 지난 1 월에 처음 발표된 이 기금 총액 3,500만 

달러는 5 년 기간의 보조금으로 뉴욕주 전 지역의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2017-2018년 

예산(2017-2018 Budget)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이 주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방과 후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들은 모든 이를 위해 더욱 강한 

뉴욕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이 지역사회들의 긍정적인 변화 유도를 돕는 한편, 방과 후 

프로그램의 수요가 높은 교육청의 어린 뉴욕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방과 후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은 학교를 중퇴하는 비율을 

낮추고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교육청은 어린이 

빈곤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mpire State Poverty Reduction Initiative, ESPRI)에 따라 지정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가 연구 조사에 따르면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after-

school program)에 등록한 어린이들의 경우, 수학, 독서, 언어 과목 등의 표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급생 간의 보다 나은 관계 설정, 정서적 조정, 갈등 

해결 기술, 교내에서 전반적인 행동 등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들의 경우, 지출되는 1달러당 3달러의 투자 수익을 내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지원금을 받는 교육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청  
등록 어린이 

수  
지원금액  

햄프스테드 유니온 프리 교육청(Hempstead Union 

Free School District)  
877  $1,400,000  

유니언데일 교육청(Uniondale School District)  885  $1,420,000  

총  1,762  $2,820,000  

  

미드 허드슨 밸리에서 지원금을 받는 교육청별 학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햄프스테드 유니온 프리 교육청(Hempstead Union Free School District):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제휴 학교 및 지역사회:  

• Hempstead High School  

• Alverta B. Gray Schultz (ABGS) Middle School 

• Front Street Elementary  

• David Paterson Elementary  

• Jackson Annex Elementary  

• Jackson Main Elementary  

• Barack Obama Elementary  

• Franklin Elementary  

• Family and Children's Association  

• Hispanic Counseling Center  

• Hempstead Boys & Girls Club  

• Legal Aid Society  

• Peace Valley Haven, Inc.  

• Pilot Assistance Foundation  

• CulturePlay  

  

유니언데일 교육청(Uniondale School District):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제휴 학교 및 지역사회:  



 

 

• California Avenue Elementary School  

• Grant Avenue Elementary School  

• Northern Parkway Elementary School  

• Smith Street Elementary School  

• Walnut Street Elementary School  

• Lawrence Road Middle School  

• Turtle Hook Middle School  

• Uniondale High School  

• Uniondale Community Council  

• STRONG (Struggling to Reunite our New Generation)  

• Code Scholars  

• Girl Scouts  

• Girls Inc.  

• Nassau County Museum of Art  

• Uniondale Public Library  

  

주지사는 지난 5 월에 지원금이 사용 가능하다고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뉴욕주 전 지역의 방과 후 프로그램의 수요가 높은 교육청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after-

school program)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뉴욕주 아동가족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이 관리하는 2 곳의 롱아일랜드 교육청(Long Island school district)은 보조금 

기간 5 년 동안 매년 분할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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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전 지역에서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공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경우, 롱아일랜드에서 이 지역 전체의 학교에 31억 

달러를 지원하는 교육 지원금이 4.3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이 투자 덕분에 2015 년에 

비해 40 퍼센트 상승한, 2017 년 롱아일랜드의 졸업률 48 퍼센트를 포함하여 뉴욕 전 

지역의 졸업률이 향상되었습니다.  

  

뉴욕의 지역사회 학교 프로그램(Community Schools initiative)을 위한 지원금 또한 

뉴욕주 전 지역의 어린이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아 

올해 기금 액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보험, 노년층 부양, 영양 교육, 일자리 훈련, 

상담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들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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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le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우리 주의 수천 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방과 후에 갈 수 있는, 지원을 받는 안전한 돌봄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장소는 학업 및 사회적 성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35-million-expand-after-school-programs-high-need-school-districts


 

 

  

뉴욕주 임원위원회(New York State Board of Regents)의 Betty Rosa 명예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의 능력 개발은 하루 수업이 끝나는 학교 종소리와 함께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우리의 역할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후원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은 우리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평한 학습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추가 지원을 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한 활동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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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방과 후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은 

어린이, 가족, 해당 지역사회 등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수업 태도를 개선하며 건강에 해롭고 위험한 행동을 줄이게 만들고 

신체 활동 및 좋은 식습관을 권장하며 노동자 계층 부모의 자녀들을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수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지사님과 주의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상원 교육위원회(New York State Senate Education Committee)의 위원장인 

Carl L. Marcelli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과 후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이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되풀이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서 

파괴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대신에 어린이들은 바람직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릿수를 늘릴 수 있는 자원을 가질 수 있다면 매번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헌신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년에도 주지사님과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교육위원회(Assembly Education Committee)의 위원장인 Cathy Nol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 전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발전에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 학부모, 

이해관계자들은 방과 후 시간이 노동자 계층의 가족들이 자녀들을 돌보는 데 가장 힘든 

시간대라는 사실에 모두 동의합니다. 이 지원금은 마음의 평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보람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저는 뉴욕 학생들의 성공을 촉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 정부와 

근면한 교육자 및 지지 단체의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홈스테드의 감독관인 Shimon Waronker 교육학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을 향상시키기 위해 3,500만 달러를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주지사님의 계획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동 계층 가족을 도울 것입니다.”  

  



 

 

유니언데일 교육청(Uniondale School District)의 감독관인 William K. Lloyd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after school program)에 대한 이 새로운 투자는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며 번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원하는 유니언데일 

교육청(Uniondale School District)이 성공의 궤적을 계속 그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21 세기 

교육을 통해 완전히 준비되고 교육 기준을 계속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대단히 가치 있는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mpire State Poverty Reduction Initiative) 소개  

이 뉴욕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New York State Empire State Poverty 

Reduction Initiative)에는 빈곤이 가장 심한 다음의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버니, 

빙엄턴, 버펄로, 엘마이라, 제임스타운, 오네온타, 오스위고, 시러큐스, 유티카, 트로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감소계획(Empire State Poverty Reduction Initiative, ESPRI)은 

빈곤을 종식시키고, 각 커뮤니티 내 기업, 공공 부문 및 비영리 부문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경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정부 및 지방정부 간에 더 

큰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자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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