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2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육아 지원 태스크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 FORCE)의 

출범 발표  

  

오늘 개최된 첫 번째 회의, 양질의 저렴한 육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개발하는 태스크포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육아 지원 태스크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 

Force)를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2018년 여성 어젠다(Governor's 2018 

Women’s Agenda)의 일환으로, 올해 초에 출범한 이 태스크포스는 뉴욕에서 양질의 

저렴한 육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오늘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당연히 육아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여 걱정없이 일터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렴한 양질의 육아 서비스는 근로 계층 

가족에게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경제를 강화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일터와 가정 생활 모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더욱 강한 뉴욕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육아 지원 태스크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 Force)의 공동 의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인 저는 일터와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양질의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 

가족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저렴한 육아 서비스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육아 서비스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육아 서비스로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육아 

지원 태스크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 Force)는 뉴욕주 전 지역에 양질의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의장인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양질의 

저렴한 육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하거나 일터에서 일찍 귀가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2018년 여성 어젠다(2018 Women's Agenda)의 일환으로, 우리는 근로 계층 

부모들을 위해 육아 서비스의 모델을 개발하고 만들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명한 계획을 미국의 다른 주들도 따를 수 있도록 육아 지원 

태스크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 Force)를 출범했습니다.”  

  

육아 지원 태스크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 Force)는 육아 서비스 제공자 공동체, 

옹호 공동체, 비즈니스 커뮤니티 대표, 육아 제공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여러 주정부 

기관의 대표, 지역 사회보장서비스부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1) 

저렴한 육아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지, (2) 일반 근무 시간과 다르게 근무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 서비스, (3) 육아 서비스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강화할 수 

있는 법규 및 규제 수정, (4) 육아 서비스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 

인센티브, (5) 육아 서비스와 관련된 세금 공제 및 공제 효과 등을 검토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내년도에 행정부와 초기 권고안을 공유하면서, 2020년 말까지 보고서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의 육아 지원 태스크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 Force) 구성원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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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로자 계층 부모를 위한 양질의 육아 서비스 이용을 

개선하는 일은 주정부 및 연방 정부 기금 이외에도 선구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 및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획기적인 파트너십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아 서비스가 경제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육아 서비스에 관해 

고려하는 일은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아 서비스는 뉴욕의 모든 가정이 어떻게든 처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저는 지난해에 성별 임금 격차를 논의하기 위해 여성들과의 만남을 가지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을 둘러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제기된 첫 번째 문제는 육아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대화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태스크포스의 

업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업무를 시작하게 된 점도 기쁩니다.”  

  

뉴욕주 하원의 어린이 가정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Children and Families)의 

위원장인 Ellen Jaffe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 Heastie 

의장님, 주의회의 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뉴욕의 근로 계층 주민 가정, 특히 근로 

여성들에 대한 주지사님의 공약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육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육아 지원 태스크포스(Child Care Task Force)는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검토하고,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Members_of_Governor_Cuomo_Child_Care_Availability_Task_Force.pdf


 

 

근로 계층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육아 시설 접근성, 품질, 지원금 등을 

개선할 수있는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앞으로 예정된 주의회 회기 기간 동안 태스크포스 

구성원 및 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육아 지원 태스크포스(Child Care Availability Task Force)는 Cuomo 주지사의 육아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2017년에 주지사는 근로 계층 주민 가정의 육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산층 육아 강화 세금 공제(Enhanced Middle Class Child Care Tax 

Credit)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제로 뉴욕주에 거주하는 20만 근로 계층 가정에 대한 

세금 혜택을 두 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현재 주정부 예산은 세금 공제가 반영되는 첫 

해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으로 계속 육아 비용을 줄이고 근로 계층의 부모들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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