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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효율효율효율효율 절감으로절감으로절감으로절감으로 9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상을이상을이상을이상을 절감하여절감하여절감하여절감하여 다른다른다른다른 학군에학군에학군에학군에 모범이모범이모범이모범이 될될될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12 개개개개 

학군에학군에학군에학군에 경쟁력경쟁력경쟁력경쟁력 있는있는있는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을교육재정교부금을교육재정교부금을교육재정교부금을 수여하다수여하다수여하다수여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자신들의 학군에서 900만 달러 이상의 영구 효율 절감을 불러온 

12개 모범 학군에게 1회 교부금을 수여했습니다. 900만 달러의 보조금은 주지사의 경쟁력 있는 

교육재정교부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년 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영 효율성과 관련한 경쟁력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은 혁신적인 전략으로 전반적인 학군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킨 학군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뉴욕주의 학군들은 자신들의 학군에서 실시된 혁신적인 비용 절감을 보여줄 경우 이 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자신들의 학군 운영에서 교통, 관리팀, 행정 지원과 같은 

부문에서 효율과 절약을 이뤄냈습니다. 모범이 되는 이들 학군은  다른 학군들에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확대 비용을 포함하는 방법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은 효율성을 더욱 갖추도록 노력하고 관료주의를 버리고 교실에 집중하는 데 

직접적인 지출을 해야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교부금을 수여하는 12개 

학군은 모범 학군으로 단연 두각을 나타낸 곳으로, 뉴욕주의 다른 학군에도 모범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들이 일궈낸 성취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교육지원금을 8.6%(2012-2013 학년도에 4.2% 인상하고 

2013-2014 학년도에 4.4% 인상하여 총 17억 달러)까지 올렸습니다. 뉴욕주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 

지출 비용,교육 지원 및 학교 재산세의 인상은 지난 10년 간의 물가상승율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뉴욕주 공립학교들은 다른 주에 비해 학생 한 명 당 더 많은 비용(18,618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미국 평균을 넘어 76%에 이릅니다. 그러나 뉴욕주 고등학교 지출은 그만큼 고등학생의 학교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영 효율성으로 주지사의 경쟁력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을 받게 된 네 개 학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들 학군은 총 9,972,778 달러의 효율성 절감을 이뤄내 뉴욕주로부터 총 9,122,538 달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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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town City 학군학군학군학군  

교육감 Kenneth Eastwood  

Middletown City 학군는 총 519,583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인정 받아 지난 3년 동안 545,565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활동 내역:  

 

•  12년 학년 공립학교 도서관 체크아웃 프로그램까지 미국 최초의 셀프 서비스 유치원 

구축. 이 활동으로 학군은 행정 지원을 재정비하고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면서도 

우수한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Evans-Brant (Lake Shore) Central 학군학군학군학군  

교육감 James Przepasniak  

Lake Shore 학군는 총 889,416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인정 받아 지난 3년 동안 800,475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활동 내역:  

 

• 중앙 교무실 행정 책임과 직위의 통합 및 감축 

• 에너지 관리 프로젝트 차원에서 모션 센서 설치, 조명등 교체 및 건물 용적 및 통합 

효율성으로 학군 전체의 에너지 절감 

• 건물 용적 및 통합의 효율성  

• 버스 노선 재벙비로 교통 비용 절감(8개 풀타임 버스 노선 감축). 

Broadalbin-Perth City 학군학군학군학군  

교육감 Stephen Tomlinson  

Broadalbin-Perth City 학군는 총 584,257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인정 받아 지난 3년 동안 525,831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활동 내역:  

 

• 버스 노선 및 관련 행정 및 관리 비용 감축을 포함한 교통비 절감 

• 학군의 건강보험 개정 및 교사와 퇴직자를 위한 저렴한 건강보험 채택 

• 학군 내 에너지 사용의 전반적인 절감 

Rush-Henrietta City 학군학군학군학군  

교육감 Kenneth G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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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h-Henrietta City 학군는 총 2,161,543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인정 받아 지난 3년 동안 1,945,389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활동 내역:  

 

• 중앙 교무실 행정 책임과 직위의 통합 

• 디지털 프린터를 단일 계약으로 통합 

• 학군의 건강보험 및 관리팀 계약 개정 

• 서비스 재정비를 통한 학군내 에너지 절감  

Williamsville Central 학군학군학군학군  

교육감 Scott Martzloff  

Williamsville Central 학군는 총 699,894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인정 받아 지난 3년 동안 629,904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활동 내역:  

 

• 버스 노선 재정비로 교통비 절감(2개 버스 필요성 줄임); 

• 유지 및 연료 효율성 절감 및 관리 일정 유연화  

• 노선 모니터링을 위해 GPS 사용 도입  

Cheektowaga Central 학군학군학군학군  

교육감 Dennis Kane  

Cheektowaga Central 학군은 총 162,623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인정 받아 지난 3년 동안 146,361 

달러를 받았습니다. 활동 내역:  

 

• 중앙 교무실 행정 책임과 직위의 통합 

• 버스 노선 재정비 및 감축으로 교통비 절감 및 계약 교통 서비스 줄임  

Mineola Unified 학군학군학군학군  

교육감 Michael Nagler  

Mineola Unified 학군는 총 852,517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인정 받아 지난 3년 동안 639,387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활동 내역:  

 

• 중앙 교무실 행정 책임과 직위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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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군 내 학년 구조 재구성, 

2개 학교 건물 폐쇄 허용, 직원 조직 개편 

• 임대를 위한 미사용 공간 파악 

Mt. Vernon City 학군학군학군학군  

교육감 Judith Johnson  

Mt. Vernon City 학군는 총 2,310,224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인정 받아 지난 3년 동안 2,425,734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활동 내역:  

 

• 자원 보존을 위한 에너지 및 보존 감사가 가장 효율적인 용도로 극대화되다 

• 중앙 교무실 행정 책임과 직위의 통합  

• 버스 노선 재정비로 교통비 절감 

Schalmont Central 학군학군학군학군  

교육감 Carol Pallas  

Schalmont Central 학군는 총 277,933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인정 받아 지난 3년 동안 250,14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활동 내역:  

 

• 중앙 교무실 행정 책임과 직위(총 13개)의 통합 

• 미사용 공간 파악 및 학교 통합을 통해 학군 내 에너지 절감  

 

Schodack Central 학군학군학군학군  

교육감 Robert Horan  

Schodack Central 학군는 총 331,956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인정 받아 지난 3년 동안 298,761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활동 내역:  

 

• 중앙 교무실 행정 책임과 직위의 통합 및 감축 

• 학교 건물과 버스 차고지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성 및 절감 달성, 

커리큘럼에 태양열 기술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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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Village Central 학군학군학군학군  

교육감 Neil Lederer  

Three Village Central 학군는 총 997,053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인정 받아 지난 3년 동안 747,789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활동 내역:  

 

• 교통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 벨 스케줄 조정 

• 버스 노선 재정비로 교통비 절감, 계약 버스를 65대에서 50대로 감축. 

Unified 학군학군학군학군 of the Tarrytowns  

교육감 Howard Smith  

Unified 학군 of the Tarrytowns는 총 185,779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인정 받아 지난 3년 동안 167,202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활동 내역:  

 

• 버스 노선 재정비 및 행정 교통비 절감  

 

뉴욕의 공교육에는 뉴욕 및 지역 자원이 상당히 투입됩니다. 총 지출이 580억 달러가 넘어섬에 

따라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뉴욕 주민들의 학생 한 명 당 지출은 미국에서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은 뉴욕주 지출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재산세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한 투자는 뉴욕주가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오랜 약속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