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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총 1억 32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 학교 154곳 투자 계획 승인 발표 

  

“정보화 격차”를 종식하고 뉴욕주 전역 수백 개 학교의 기술 및 초고속 광대역망 접근성 

증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1세기에 발맞추어 교육 및 학습을 재창조하기 

위한 154개 스마트 스쿨 투자 계획 승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총 1억 

320만 달러 규모의 계획은, 주지사가 처음 제안하고 유권자의 압도적 승인을 받은 

20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교육 기술 이니셔티브인 스마트 스쿨 채권법(Smart 

Schools Bond Act)의 일환입니다. 오늘 투자 승인으로 인해 뉴욕주 전역의 교실이 

현대화되고, 학생들은 국제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게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 교실의 현대화에 투자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 참여를 높이며 성취를 촉진하고 정보화 격차를 

종식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학생들이 현대 경제에서 성공하고, 모든 주민을 위해 보다 

튼튼한 뉴욕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량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스마트 스쿨 심의위원회(Smart Schools Review Board)는 오늘 다섯 번째 회의를 갖고 

교육청별로 제출된 투자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예산 국장, 뉴욕 주립 

대학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총장, 뉴욕주 교육국(State Education 

Department) 커미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136개 교육청과 8개 특수교육학교가 제출한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학교 연계성 프로젝트 4,330만 달러, 교실 기술자재 구매 4,060만 달러, 

하이테크 보안 프로젝트 1,560만 달러, 어린이집 교실 건설과 이동 가능 교실 교체 

37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154개 계획 개요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t1.cwnls.com/?action=link&url=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mart_Schools_Announcement.pdf&id=1100PRES5116848967DE9A8A8525815D005B0B29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014년에 Cuomo 주지사는 스마트 학교 채권법을 통해서 뉴욕 주의 학교들에게 2십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뉴욕 주에 요청했습니다 - 교육에 대한 기술과 그에 관련한 기반 

시설에 재정 지원을 하고, 21세기 경제에서 성공하고 경쟁하는데 필요한 최신 기술과 

연결성에 학생들이 접근하도록 해주는 계획. 뉴욕 주민은 유권자로서 11월 스마트 

스쿨 채권법(Smart Schools Bond Act)을 승인하여 이 계획에 동의하였습니다. 

 

이 채권법의 제안에 따라서, Cuomo 주지사는 어떻게 햑교들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 

채권 기금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전략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스마트 스쿨 

위원회(Smart Schools Commission)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자문 위원회는 강력한 

광대역과 무선 연결성을 확대하고 변형 기술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권고하는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학교 심의 위원회가 오늘 승인한 계획들은 자문 

위원회가 확인한 다수의 모범 사례를 반영합니다. 

 

Robert F. Mujica 뉴욕주 예산국 (State Budget)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 

스쿨 프로그램은 뉴욕주 교실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승인된 계획은 학습을 

향상시키고 연계성을 보장하며 학생들이 내일의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MaryEllen Elia 뉴욕주 교육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가 대학에서든 

혹은 노동 현장에서든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과 세계를 연결하는 

적절한 기술적 도구나 역량을 확실히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연계성, 

학교 보안 및 학생들이 지식을 확장하고 추가 도움이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며,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하는 개별 장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Nancy L. Zimpher SUNY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사가 발전된 기술, 자원 

및 도구를 갖추었을 때 학생들이 보다 훌륭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쿨에 

대한 주지사님의 지속적 투자가 바로 그것이며, 더 많은 학생들이 계속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공하는 재정적인 지원은 교실, 미래의 경력,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능력을 꽃 피우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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