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의사립, 비영리 칼리지 및 대학의 중요 인프라 개선 지원을 위한 

5,720만 달러 규모의 기금 발표  

  

1,050만 달러의 교부금이 경제 발전을 촉진하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학생 경험을 

향상시킴으로써 간호 및 기타 보건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모든 공모전 4라운드 승인 프로젝트 확인은 여기  

  

Andrew M. Cuomo 주시사는 오늘 뉴욕 전역 35개 칼리지 및 대학의 자금 프로젝트를 

위해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Higher Education Capital (HECap) Matching 

Grant Program)을 통해 제공되는 5,72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 수여금은 새로운 실험실 및 연구 공간 건설, 새로운 교육 기술 

및 의료 장비 구매, 기타 다양한 자본 투자 및 개선을 통해 보건 과학 분야의 교육 증대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이 기금은 뉴욕이 팬데믹 이후 고등 교육과 보건 의료 

분야에서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로 재건됨에 따라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금은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 이사회의 3월 12일 회의에서 

수여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뉴욕 주민을 위한 교육 기회를 향상시키고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 비영리 

칼리지 및 대학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재건됨에 따라, 이러한 투자는 우리가 

경제를 재개하고 재구상할 때 뉴욕이 필요로 하는 보건 과학 일자리를 위해 사람들을 

유치하고 훈련시키며, 우리의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 교육 기관을 강화 및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성공하고 뉴욕의 미래 지도자, 

과학자, 최전선 근로자가 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주지사의 지도 아래,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은 주 전역의 캠퍼스들이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인프라와 장비에 대한 중대한 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캠퍼스들은 그들이 받는 1달러의 주 기금마다 최소한 자신의 기금 

3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선정된 수상자와 금액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hecap_awards_0321.pdf


 

 

  

• 세인트 존스 대학교(St. John's University) - 5백만 달러: 보조금 중 일부는 

과학 간호학 학사 프로그램(Bachelor of Science Nursing Program)을 위한 

대규모 강당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 뉴욕 의과 칼리지(New York Medical College) - 220만 달러: 다분야 

연구팀과 공유 기기 장치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형 개념 실험실 공간 창조.  

• 이타카 칼리지(Ithaca College) - 160만 달러: 새로운 27개월 대학원 의사 

보조 프로그램(Graduate Physician Assistant Program)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건설 및 개조  

• 페이스 대학교(Pace University) - 1백만 달러: 사전 면허 및 고급 

실무간호사에게 현대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허브(Healthcare 

Hub)를 만듭니다.  

• 마운트 세인트 빈센트 칼리지(College of Mount Saint Vincent) - 

467,000달러: 새로운 간호 및 보건 전문 학교(School of Nursing and Health 

Professions)의 교육 기술, 의료 장비 및 실험실 장비 확보  

• 올버니 약학 칼리지(Albany College of Pharmacy) - 259,000달러: 임상 

시뮬레이션실 및 멸균 배합 실험실을 포함한 실험실 개조.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의 기금은 경쟁 신청 절차에 따라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 이사회에 의해 수여되었습니다.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 

이사회의 의원 3인은 하원의원 의장이 선출한 1인과 상원의원 임시 대표가 선출한 1인 

및 주지사가 선출한 3번째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DASNY)은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 

이사회의 직원 역할을 하며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수여된 기금 프로젝트의 전체 

목록은 뉴욕주 시설서비스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의 Reuben R. McDaniel, III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은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 이사회를 

대신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차세대 보건 전문가를 교육하기 위해 고등 

교육 시설에 투자된 모든 기금은 뉴욕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성공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Toby Ann Stavisk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주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통해 지원되는 개선사항은 우리 주정부를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 및 보건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Deborah J. Gl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는 뉴욕 경제 

회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이 차세대 뉴욕 

지도자를 교육하는 사립 비영리 칼리지 및 대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독립 칼리지 및 대학 위원회(Commission on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CICU) 임시 위원장 Drew Bog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은 민간 기금을 공공 기금과 매치시켜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함으로써 경제를 촉진합니다. 주 전역의 사립 및 비영리 칼리지와 대학에 대해 오늘 

발표된 중요한 기금은 우리 캠퍼스가 시설을 구축 및 개조하고,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은 

뉴욕 주민에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입니다. 이 기금을 통해 뉴욕이 더 낫게 

재건하고 고등 교육 및 혁신 경제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100개 이상의 사립 비영리 칼리지 및 대학을 대신하여 이 중요한 자금을 

제공해주신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 이사회와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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