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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17개 지역에서 보육 지원 보조금 확대를 위한 2,000만 

달러 보육 재정 지원 발표  

  

추가 자금, 주 전역에서 약 2,500개의 새로운 보육 지원 슬롯에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보육 지원(Child Care Assistance)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2,000만 달러의 보육 지원 자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육 지원 보조금 대기 목록에서 제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보육 지원 슬롯을 확대할 

혁신적인 보육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 전역의 17개 지역이 재정 지원에 

성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뉴욕주 아동 및 가정 서비스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이 관리하는 이 기금은 지금부터 2021년 9월까지 제공되는 보육 지원 

서비스를 위한 것입니다.  

  

보육 지원을 위한 자금 배분은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8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지원했던 Cuomo 

주지사의 역사적 투자 기록을 기반으로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가족도 일을 해야 하는 것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고용주도 

합리적인 보육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노동력의 생산성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보육 

보조금에 투자하면 저소득층 가정이 규제된 보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하여 일을 하러 갈 수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는 부모의 마음의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 경제에 필수적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보육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접근성에 대한 혁신적인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 가용성 태스크 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 Force)를 

구축했습니다.  

  

뉴욕주 보육 서비스 가용성 태스크 포스 공동 의장 Kathy Hochul 부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 활동에 진출하려는 동시에 자신의 아이가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건강한 양육 환경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있어 

합리적인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 보조금 슬롯의 수를 확대하면 주 전역에 걸쳐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고용 기회가 

증가합니다."  



 

 

  

뉴욕주 보육 서비스 가용성 태스크 포스 공동 의장 Sheila J. Poole OCF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질의 합리적인 보육 서비스는 노동자 가족에게 결코 장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기금은 우리 주의 모든 지역에서 도움이 매우 필요한 지역 

사회에서 보육 서비스 보조금을 늘리려는 우리의 목표를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자금 지원을 받는 지역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또는 지역 사회 보장 서비스 지역 사무소(Social Services 

District)  
지원 액수  

아동 서비스 관리 - 뉴욕시  $5,000,000  

브룸  $1,000,000  

에릭  $2,000,000  

에섹스  $500,000  

프랭클린  $500,000  

먼로  $2,000,000  

몽고메리  $500,000  

나소  $2,000,000  

나이아가라  $700,000  

오네이다  $1,000,000  

오논다가  $1,000,000  

온타리오  $500,000  

오렌지  $750,000  

록랜드  $1,000,000  

사라토가  $1,000,000  

쇼하리  $50,000  

세네카  $500,000  

    

뉴욕주 합계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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