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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전역에서 유아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1,500 만 달러 발표

지원금으로 2,000 명 이상이 고급 유아원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도울 예정
도움이 절실한 교육구 9 개에 처음으로 유아원을 제공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역에 있는 2,000 명 이상의 3,4 세
유아원생들이 질 좋은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32 개의 빈곤한 학군에 1,500 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조기 교육을 추진하여 모든 학생의 장래
학업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주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빈곤 지역 학군의 유아원
확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모든 어린이가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이런 소외계층 커뮤니티의
어린이들에게 학문적으로 평등한 발판을 제공하여 그들이 성공 기회를 얻도록 도울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주 전역 유아원을 위한 이 기금은
도움이 필요한 교육구에 이용성을 제공하고 모든 어린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린이와 가족이 미래에 성공하도록 조기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신청서 내용의 질과 학구 및 학생의 수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노력 및 유치원 프로그램에서 받는 어린이 학생 수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지원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1,500 만 달러는
뉴욕이 현재 유아원 시설이 없는 지역을 포함한 빈곤 지역에 대한 유아원 확장에
지원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2011 년부터 Cuomo 주지사는 뉴욕 전역 어린이들의 장래 학업을 위하여 어린이
조기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2013 년에 Cuomo 주지사는
주에서 최초로 전일제 탁아소 시설을 창설하였으며 2015 년에 뉴욕은 처음으로 3 세
아동을 수용하는 탁아소 시설을 확장하였습니다. 뉴욕은 현재 유아원에 연간 8 억 달러
이상 지원하여 매년 120,000 여 명의 3,4 세 어린이들이 무료로 일반 유아원에
입학합니다.
교무위원회(Board of Regents)의 Betty A. Rosa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학습자들을 위해 고급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만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무위원회(Board of Regents)와 저는 오랫동안 조기 교육을
우선순위로 만들어왔습니다. 조기 교육 워크그룹(Early Childhood Workgroup) 블루
리본 위원회(Blue Ribbon Committee)의 중요 권장사항을 실행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뉴욕의 모든 아이들이 학업적 및 사회적 감정적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구와 기회를 주려는 우리의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의 MaryEllen Elia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뉴욕주의 투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고급 조기 교육 프로그램의
이용성을 높이는 것은 여전히 우리 부서와 교무위원회(Board of Regents)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린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인생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기회를 얻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지사, 의회와 함께 작업하고 있으며 이는
뉴욕주 아이들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 전역의 아동, 가족,
교육구, 조기 교육 제공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별 보조금 수상 학군
BROCTON CSD
CANDOR CSD
COHOES CITY SD
COPENHAGEN CSD
DERUYTER CSD
DRYDEN CSD
DUANESBURG CSD
DUNKIRK CITY SD
FORESTVILLE CSD
GANANDA CSD
GENESEO CSD
KINGSTON CITY SD
LIBERTY CSD
MONTICELLO CSD

$297,951
$322,938
$137,761
$167,702
$313,099
$114,624
$146,640
$1,097,829
$111,105
$370,597
$97,200
$686,572
$213,414
$204,486

MOUNT VERNON CITY SD
NIAGARA FALLS CITY SD
NIAGARA-WHEATFIELD CSD
NYC PUBLIC SCHOOLS
ROCHESTER CITY SD
ROMULUS CSD
RONDOUT VALLEY CSD
ROOSEVELT UFSD
SACKETS HARBOR CSD
SAUGERTIES CSD
SCHENECTADY CITY SD
SODUS CSD
SPENCER-VAN ETTEN CSD
SYRACUSE CITY SD
TROY CITY SD
WATERVLIET CITY SD
WESTPORT CSD
YORK CSD

$1,113,289
$662,502
$830,208
$2,289,646
$2,088,179
$52,632
$280,800
$968,150
$113,616
$183,328
$407,435
$176,625
$162,826
$644,637
$337,845
$130,919
$151,200
$124,245

유아원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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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세 사이의 아이들이 높은 인지능력 점수와 언어 및 수학 방면에서 높은 학점을
땄으며 4 년제 대학 입학과 취업에 더 많이 성공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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