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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바루흐 칼리지의 로렌스 및 에리스 필드 빌딩의 리노베이션 첫 단계 

완료 발표  

  

혁신 작업에는 새롭게 단장된 외관, 로비 및 중요한 인프라 개선이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7 렉싱턴 애비뉴(17 Lexington Avenue) 바루흐 

칼리지(Baruch College)의 역사적인 로렌스 및 에리스 필드 빌딩(Lawrence and Eris 

Field Building)의 1억 9백만 달러 규모 리노베이션 1단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29년 뉴욕의 시립 칼리지(City College of New York)로 문을 연 이래로 

건물에 이루어진 첫 번째 중요한 리노베이션입니다. 건물은 또한 1847 프리 

아카데미(Free Academy)의 기존 부지를 차지하며, 이 두 기관은 모두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6단계 종합 

점검의 일부로 완성된 리노베이션에는 건물의 기계 및 전기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자연 채광을 도입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렉싱턴 애비뉴 

외관 및 로비의 재설계가 포함됩니다.  

  

1억 9백만 달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은 뉴욕주에서 온 것으로,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가 제공하는 추가 자금이 포함됩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와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이 건설을 관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 사회와 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혁신 필드 빌딩과 같은 최첨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뉴욕 시립 

대학교 시스템이 제공하는 최고의 공평하고 양질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뉴욕에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고 이 기관의 유명한 역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학생, 교수 및 교직원이 캠퍼스로 돌아오면 완전히 재구성된 렉싱턴 애비뉴 입구 및 

로비에서 자연 채광이 통풍이 잘되고 접근성이 좋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흘러 들어가는 

새로운 유리 전면 입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새로운 경사로 설치  

      로비에 새로운 보안 데스크 및 개찰구 설치로 공공 안전 개선  



 

 

      대리석 벽 및 바닥이 있는 6개의 현대화된 엘리베이터와 유리 벽을 따라 설치한 

새로운 화강암 벤치  

      메인 로비와 엘리베이터 로비의 테라초 바닥  

      2층의 새로운 학생 라운지 공간  

      새로운 기계 플랜트, 냉각기, 보일러, 공기 조화기 및 냉각탑 설치를 포함한 

다양한 중요 기계 업그레이드  

      캠퍼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큰 양의 전기 용량을 제공하는 23번가(23rd 

Street)와 렉싱턴 애비뉴의 업그레이드된 콘 에디슨(Con Edison) 전기 설비  

  

뉴욕 시립 대학교 명예총장 Félix V. Matos Rodrí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루흐 

칼리지의 소중하고 역사적인 랜드마크인 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업그레이드는 캠퍼스를 

확장 및 변화시키고 학생들이 학업 목표를 추구하도록 가장 현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뉴욕 시립 대학교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회복력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지하게 고려합니다. 고등 

교육을 견고하게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와 이 프로젝트를 옹호하고 이를 가능하게 

한 많은 주 및 시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 바루흐 칼리지 총장 S. David Wu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빌딩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 자본을 제공해 주신 Andrew M. Cuomo 주지사, 그리고 많은 

주 및 도시 입법 대표, 특히 Liz Krueger 주 상원의원, Richard Gottfried와 Harvey 

Epstein 의원의 귀중한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뉴욕 시립 대학교 시설 

업그레이드를 우선해 주신 Félix Matos Rodriguez 명예총장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필드 빌딩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개선은 우리 시설이 21세기 교육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고등 교육의 혁신적인 리더로서 바루흐의 

사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이동성을 위한 촉매제 뿐만 아니라 

모든 배경과 연령대의 학생들을 위해 최고 수준의 학문적 우수성을 달성하는 

기관으로서 말입니다."  

  

Liz Krueg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1단계를 완료하신 

Wu 총장님과 Matos Rodriguez 명예총장님께 축하를 전합니다. 17 렉싱턴 필드 빌딩의 

개선은 뉴욕시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더 기능적이고 매력적인 

입구 통로를 만들고 접근성과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을 개선함으로써 21세기에 

걸맞는 건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2단계에서 뉴욕 시립 대학교 및 

바루흐 리더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ichard Gottfrie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루흐 칼리지의 필드 빌딩 개조 첫 

번째 단계의 완성은 기념할만한 가치가있는 이정표입니다. 두 분 모두 뉴욕시 공립 

칼리지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부모님의 아들로서, 뉴욕에서 저렴한 고등 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제게 더 중요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역사적인 건물을 

복원하는 주 자본 1억 9백만 달러 지원을 도와 자랑스럽습니다."  

  



 

 

Harvey Epste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신 정부에 있는 제 동료들과 Wu 총장 및 Matos Rodriguez 명예총장께 감사드립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 졸업생으로서 저는 뉴욕 시립 대학교가 우리 도시와 주에 봉사할 수 

있는 더 많은 지도자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직접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생들에게 최고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 기간을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만드는 학생과 

교육자에 대한 혜택을 위해, 뉴욕 시립 대학교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예산 부족에 직면하면서 최고의 공교육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열쇠는 뉴욕주의 회복과 미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의 Carlina Rivera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7 렉싱턴 애비뉴의 

필드 빌딩을 지속 가능하게 혁신한 바루흐 칼리지에 축하를 보냅니다. 이는 학생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이후 캠퍼스로 돌아올 때 뉴욕시 전역의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약 180만 달러의 의회 자본 

펀드를 투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주 및 시 리더들과 협력해 뉴욕 시립 

대학교의 저렴하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세계적 수준의 교육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프로젝트 개요  

바루흐와 주변 지역사회에 "17 렉스(17 Lex)"로도 알려진 필드 빌딩은 1849년 프리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던 그 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조되었을 시, 필드 

건물은 스마트 교실, 업데이트된 과학 실험실, 학생 라운지, 교직원 및 직원을 위한 

사무실이 있는 최첨단 시설이 될 것입니다.  

  

건물을 개보수할 계획은 2008년에 처음 계획되었으며, 프로젝트는 6단계로 

분할되었습니다. 2017년에 1a 단계에서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단계는 지속 

가능성에 강한 중점을 두고 건물을 완전히 점검할 것입니다.  

  

칼리지는 주요 건축 세부 사항을 보존하기 위해 디자이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이 건물은 그래머시(Gramercy) 지역의 역사적인 부분이며, 장식된 이탈리아 르네상스 

리바이벌 스타일의 외관은 거의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프로젝트의 역사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루흐 칼리지 소개  

바루흐 칼리지는 학생들에게 오늘날의 글로벌 환경에서 그들의 열망을 추구할 수 있는 

기술, 지식 및 관점을 제공합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의 일부인 바루흐는 우수한 학업, 

경제성, 학생의 성공, 가치에 대한 국내 최고의 공립 대학 중 하나입니다. 이 세 학교는 

이 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칼리지 캠퍼스 중 하나를 대표하는 19,5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력 및 지원 서비스를 통해 바루흐는 사회적 및 경제적 

이동성의 동력으로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영진 교육, 지속적인 연구, 국제 

파트너십, 공공 행사 및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바루흐는 뉴욕과 세계의 지적 문화적 

자원으로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baruch.cuny.edu  

  

뉴욕 시립 대학교  

뉴욕 시립 대학교는 미국 최대의 도시 공립 대학으로, 뉴욕시의 생명력에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이동성의 혁신적인 동력입니다. 1847년에 미국 최초의 무료 고등교육 기관으로 

설립된 뉴욕 시립 대학교는 현재 뉴욕시 5개 자치구에 걸쳐 커뮤니티 칼리지 

7곳, 시니어 칼리지 11곳과대학원 또는 전문 교육기관 7곳이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 500,000명을 교육하고 매년 55,000개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의 

품질과 경제성이 결합되어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을 모두 합친 것의 거의 6배에 

달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산층과 그 이상으로 이끕니다. 대학 졸업생의 80% 이상이 

뉴욕에 머물며 도시의 경제, 시민 및 문화생활의 모든 측면에 기여하고 모든 부문에서 

도시의 인력을 다양화합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의 졸업생과 교수진은 노벨상 13개와 

맥아더 "천재" 지원금(MacArthur "Genius" Grants) 26회를 포함하여 많은 권위 있는 

명예를 받았습니다. 대학교의 역사적인 사명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 재력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일류 공립 교육을 제공합니다.  

  
###  

  

https://17lexupdate.baruch.cuny.edu/#_blank
http://www.baruch.cuny.edu/#_blank
https://www.cuny.edu/about/colleges-schools/#_blank
https://www.cuny.edu/about/colleges-schools/#_blank
https://www.cuny.edu/about/colleges-schools/#_blank
https://www.cuny.edu/about/colleges-schools/#_blank
https://www.cuny.edu/about/colleges-schools/#_blank
https://www.cuny.edu/about/colleges-schools/#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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