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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높은높은높은높은 학생의학생의학생의학생의 요구에요구에요구에요구에 따라따라따라따라 지역지역지역지역 사회에서사회에서사회에서사회에서 PRE-K를를를를 확장하기확장하기확장하기확장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2,5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발표발표발표발표 

 

연방연방연방연방 보조금은보조금은보조금은보조금은 뉴욕뉴욕뉴욕뉴욕 시시시시, Long Island, Hudson Valley와와와와 North Country에서에서에서에서 Pre-K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지원지원지원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가 미국 교육부로부터 약 2,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수여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 시, Yonkers, Uniondale, Indian River, Port Chester에서 pre-k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높은 빈곤 율을 가진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둘 뿐만 아니라, 이 구역들에는 

많은 이중 언어 학습 아동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젊은 뉴욕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만드는 우리의 노력에 있어 새로운 

단계를 나타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국가에서 pre-k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 이전 시대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 학생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를 염두에 두고 뉴욕의 

학교를 새로 만들고 있으며 저는 이 노력을 위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 주는 종일 반의 고 품질 유치원 프로그램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1,725개의 종일 반을 

만들고 기존의 1,350개의 반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 자금 조달 기회는 주에서 뉴욕의 역사 상 종일 

pre-k의 가장 큰 확장을 구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2,500만 달러의 보조금은 연방 보조금 중 한 해를 나타냅니다. 뉴욕 주는 4년 동안 총 1억 달러를 

신청하였고, 추가적인 1억 달러까지는 이 구역에서의 벤치 마크와 자금의 가용성에서 주의 성과에 

달려있습니다.  

 

최종 지구 차원의 할당이 연방 정부와의 추가 검토 및 토론의 대상이지만,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첫 해 초기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시 900만 달러, Yonkers 960만 달러, Port Chester 180만 

달러, Indian River 150만 달러, Uniondale 190만 달러. 뉴욕은 국가 수준의 인프라에 투자 할 자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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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금은 미국 교육부의 유치원 개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35개의 주와 

Puerto Rico는 올해 이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뉴욕은 자금 지원을 받는 18개 중 

하나입니다. 

 

연구 결과, 수준 높은 조기 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는 학년 수준의 독해 능력을 

갖추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특히 종일 유아원 프로그램은 2학년까지 참여 

학생의 수학과 읽기 성적이 현저하게 향상되며 유급 확률도 낮아진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상원 의원 Charles E. Schumer는 “뉴욕의 아이들에게 유치원과 그 이후 성적을 위해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맑은 미래 교육의 핵심이며 삶에 있어 진정한 발전입니다. 뉴욕에서 유아원 

프로그램을 성장을 포함하여 유치원 확장에 있어 이 거대한 연방 교육부의 투자는 이 아이들의 

성공과 우리 주를 위해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아이들의 개발 

프로그램이 의회에서 주요 자금 우선 순위로 유지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Charles B. Rangel은 “저는 우리의 주지사가 조기 아동 교육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를 구축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과 우리의 위대한 국가에서 모든 아동들이 양질의 조기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국가 안보와 미국의 미래를 강화하는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Eliot Engel은 “전 공립학교 교사로서, 저는 나는 몇 투자가 고형 교육보다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종종 품질 조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에 

있어 상당한 제한과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연방 정부의 자금은 뉴욕 시와 Yonkers 시에서 

그들의 종일 pre-k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의 가장 취약한 학생들의 일부의 수요에 

더 잘 대응하게 할 것입니다. 조기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문적 경력을 바른 길에서 시작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Nita M. Lowey는 “조기 아동 교육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 중 하나이며 

저는 이 보조금이 뉴욕의 Port Chester와 다른 지역 사회에서 Pre-K 프로그램의 전례 없는 확장을 

가능하게 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연방 정부의 지원은 양질의 학습 환경에 대한 조기 접근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제공 될 것입니다. 하원 세출위원회의 순위 일원으로, 저는 이 자금을 

제공하고 어린이와 가족을 도울 자원을 옹호하기 위해 계속 싸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José E. Serrano는 “자녀의 교육과 학업적 성공에 있어 어릴 때부터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연방 정부의 자금은 뉴욕 시에서 향후 4년 동안 종일 

pre-k 교육에 대해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뉴욕의 모든 

아이들이 사회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양질의 학업 준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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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원 Jerrold Nadler는 “저는 연방 정부가 뉴욕 전역의 pre-k 프로그램을 돕게 되어 기쁩니다. 

Pre-k는 아이들에게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자극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여 부모들을 돕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 배울 준비가 되도록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Carolyn McCarthy는 “저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조기 교육 기회의 오랜 후원자였습니다. 

연구는 pre-k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그들의 인생에서 더 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양질의 pre-k 프로그램에 참석할 기회를 가지지 

못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지역으로 귀중한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Gregory W. Meeks는 “모든 아이들은 성공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Pre-k 등 조기 

아동 발달 프로그램들은 생활에서 능가하기 위한 학습 능력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뉴욕 주에서 3,000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종일 후견을 제공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의 국가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중요하고 필요한 노력을 제공하는 Cuomo 주지사와 교육부에 박수를 

보내고 완전히 지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Yvette D. Clarke는 “저는 뉴욕 주의 아이들을 위해 조기 유아 교육에 접근을 확대하는 

그의 노력에 대해 Cuomo 주지사를 칭찬합니다. 우리의 시민 사회에 대한 혜택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조기 유아 교육에 대한 접근이 아이들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미국 교육에 존재하고 있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유아 교육에 대한 투자는 21세기의 경제에 대한 우리의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을 준비하는데 중요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일을 하고 싶지만 높은 비용의 육아를 

감당할 수 없었던 부모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Bill Owens는 “삶에서 어릴 때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경쟁적인 인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유아 교육에 

대한 이러한 개선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 Cuomo 주지사와 교육부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Michael Grimm은 “양질의 유아 교육은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밝고 

성공적인 미래를 구축에 중요한 자산입니다. 확장하는 pre-k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투자는 

경쟁력 있는 인력과 장기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뉴요커들을 위한 가족 지원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주를 위한 너무 중요한 노력에 그의 제휴에 대해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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