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6개의 빈곤한 학군의 유아원생들을 지원하는 주정부 보조금 500만 

달러 발표  

  

11개의 학군에서 진행하는 첫 유아원 프로그램  

  

보조금은 1,000명 가까이의 어린이들이 질 좋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게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역에 있는 1,000명 가까이의 3,4세 

유아원생들이 질 좋은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16개의 빈곤한 학군에 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조기 교육을 추진하여 모든 학생의 장래 

학업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주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빈곤 지역 학군의 유아원 

확장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이런 소외계층 커뮤니티의 어린이들에게 학문적으로 

평등한 발판을 제공하여 그들이 성공 기회를 얻고 잘 커서 나중에 뉴욕을 이끌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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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부터 Cuomo 주지사는 뉴욕 전역 어린이들의 장래 학업을 위하여 어린이 

조기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2013년에 Cuomo 주지사는 

주에서 최초로 전일제 탁아소 시설을 창설하였으며 2015년에 뉴욕은 처음으로 3세 

아동을 수용하는 탁아소 시설을 확장하였습니다. 뉴욕은 현재 유아원에 연간 8억 달러 

이상 지원하여 매년 120,000여 명의 3,4세 어린이들이 무료로 일반 유아원에 

입학합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500만 달러는 뉴욕이 현재 유아원 시설이 없는 

지역을 포함한 빈곤 지역에 대한 유아원 확장에 지원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교무위원회(Board of Regents)의 Betty A. Rosa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모든 어린 학생에게 성공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전일제 유아원 프로그램은 우리가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아이에게 제대로 

된 학업 출발선을 만들어 주고 전체 학교생활에서 성공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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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질의 유아원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영향은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2학년부터 산수와 독해 능력에서 개선을 보이는 데서 

나타나며 이것은 아이의 학업 형성에 있어서 강력한 기초로 자리 잡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을 계속 함께 진행해 나가길 바랍니다.”  

  

상원 교육위원회(Senate Education Committee)의 위원장인 Carl Marcelli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뉴욕주 모든 사람의 강대하고 

번창한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번 보조금으로 우리는 학군이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유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뉴욕의 학생들에게 포괄적인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원 교육위원회 회장 Catherine Nolan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기회을 

추진하신 하원의 Carl Heastie 대변인, Cuomo 주지사와 하원 교육위원회(Assembly 

Education Committee)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주 전역의 어린아이들이 

조기교육을 누릴 수 있는 유아원 확장에 대한 우리의 위대한 첫 걸음입니다.”  

 

지역별 보조금 수상 학군  

  

학군  지원금  

아티카 (핑거 레이크스)  $294,502  

오세블 밸리 (노스 컨트리)  $522,240  

캐너조해리 (모호크 밸리)  $78,582  

카티지 (노스 컨트리)  $814,084  

엘리자베스타운 (노스 컨트리)  $124,480  

호머 (센트럴 뉴욕)  $134,322  

인디안 리버 (노스 컨트리)  $355,179  

리버플 (센트럴 뉴욕)  $574,400  

맥그로 (센트럴 뉴욕)  $260,512  

오논다가 (센트럴 뉴욕)  $105,552  

페루 (노스 컨트리)  $281,600  

새러낵 (노스 컨트리)  $515,760  

소거티스 (미드 허드슨)  $265,054  



 

 

스키넥터디 (주도 지역)  $410,213  

위드스포트 (센트럴 뉴욕)  $126,432  

윈저 (서던 티어)  $13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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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 사이의 

아이들이 높은 인지능력 점수와 언어 및 수학 방면에서 높은 학점을 땄으며 4년제 대학 

입학과 취업에 더 많이 성공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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