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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NYSER V. NYS 재판 합의 결과 뉴욕 학교에 완전히 기반 자금 지원 

제공한다고 발표  

  

합의에 따라 뉴욕주는 올해 기반 자금 지원 기금을 크게 증액하고 회계연도 2024 

예산에서 자금 전액 지원  

  

기반 자금 지원은 교육청 예산 및 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 자금을 공정하게 분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학생 교육권을 위한 뉴욕 주민 대 뉴욕주(New 

Yorkers for Students' Educational Rights v. New York State) 재판이 합의에 이르러 

재판이 중지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뉴욕주는 현재 기반 자금 

지원(Foundation Aid) 포뮬러에 전액을 뉴욕 교육구에 삼 년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금 지원에 대한 주정부의 거부를 철회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성공에 필요한 양질의 교육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는 아동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합의는 오래된 불평등을 해결하는 한편, 기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우리 행정부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육구의 독특한 수요를 고려한 반응적 모델을 활용해 기반 

자금 지원을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의는 첫 걸음에 

불과하며, 우리는 주정부 예산에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미래는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 

자금 지원은 불평등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교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뉴욕주에 기반 자원 지금 포뮬러 자금 전액 

지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해당 포뮬러는 역사적인 재무 평등 캠페인(Campaign for 

Fiscal Equity) 사건 이후 시행되었으며, 과거 주정부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기반 자금 

지원은 2007년 만들어졌으며, 교육구 재정 및 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주정부 기금을 

학교에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뉴욕주는 기반 자금 지원을 전액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합의로 인해 뉴욕주는 단계적으로 회계연도 2024 예산에 따라 기반 자금 지원 

전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2022 제정 주 예산(Enacted State Budget)은 4월 



승인을 받았고, 집행부(Executive) 및 의회는 회계연도 2024 예산에 따라 기반 자금 

지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이번 합의를 법으로 제정할 것입니다.  

  

현재 예정된 기반 자금 지원 자금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연도 2022: 198억 달러, 기존 적자의 30% 충당  

• 회계연도 2023: 약 213억 달러, 예상 적자의 50% 충당  

• 회계연도 2024: 약 232억 달러, 예상 적자 해결 및 교육구 전체에 기반 

자금 지원 전액 제공  

  

Shelley B. May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삼 년동안 우리의 

중요한 교육 부문에 전액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오랜 

소송을 끝내게 되어 기쁩니다. 약속 했던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는 마침내 모든 아동을 위한 기본 교육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공 교육을 위한 Hochul 주지사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포기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주신 학부모 및 지지자에게 

감사드립니다."  

  

Robert Jackso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NYSER 소송 합의라는 Hochul 

주지사의 결정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이를 통해 뉴욕주는 공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자금 

지원 의무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Michael Rebell과 제가 재무 평등 

캠페인을 1993년 노던 맨해튼 제6 지역구(District 6)에서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 공립학교 학생들이 누려야 할 자금 지원을 위한 오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우리 학생과 교육자를 위한 올바른 결정입니다. 교육자들은 

오랫동안 부족한 예산을 이용하여, 최근에는 팬데믹 기간 중에도 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올버니에서의 운동을 마치게 되어 기쁩니다. 입법 세션에서 

아동의 기본 교육권을 정치적 교섭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Mike Benedett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 체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의 어린이들은 오늘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양질 교육 연합(Alliance for Quality Education)의 최고디렉터인 Jasmine Gripp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반 자금 지원 전액 제공이라는 약속을 통해 아프리카계, 

히스패닉, 저소득 학생들은 학교에서 충분한 자원을 제공받고 기회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뉴욕의 교육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노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뉴욕주가 단계적으로 2024년까지 기반 자금 지원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Kathy Hochul 주지사의 결정은 수십 년동안 진행된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투쟁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과는 

뉴욕의 학생의 평등을 위한 주지사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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