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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교육청 자본 프로젝트를 위해 4억 8,200만 달러 저비용 

융자 발표  

  

채권을 통해 학생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 고안된 시설 개선을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교육구가 학교로 학생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DASNY)이 54개 교육구를 위해 약 4억 8,240만 달러 규모의 저비용 면세 채권을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행은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이 추진하는 

교육청 지역 수익 채권 융자 프로그램(School Districts Revenue Bond Financing 

Program)의 일환으로, 뉴욕주 전역의 공립 교육구에 효율적인 융자 대안을 제공합니다. 

채권 발행으로 수혜를 받는 프로젝트는 방화, 보안, 공기질 시스템 업그레이드, 교실 

추가를 비롯한 수많은 시설 내외부 리노베이션, 운동장 개선, 혁신과 협력 촉진을 위한 

기술 업데이트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실, 기술 및 여가 

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경험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요 교육 인프라 및 하드웨어 

현대화에 따라, 우리는 차세대 리더들이 교육받고 혁신을 추구할 강력한 기반을 만들며, 

이들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 프로그램 시행 이후,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은 뉴욕주 전역의 교육청 

200개 이상을 위해 100개 이상의 채권을 발행했고, 그 총액은 61억 달러 이상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학교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학교의 자본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은 개선을 돕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주 전역의 모든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의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Gerrard P. Bushell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은 뉴욕주 전역의 교육구에 서비용 

융자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쁩니다. 뉴욕주의 학교는 우리 경제의 기반입니다. 오늘 

교육구에 제공되는 재정 유연성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더욱 지원하고 이 

떠오르는 차세대 뉴욕 주민들을 위해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원 교육 위원회(Senate Education Committee)의 위원장인 Shelley B. May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학교 건물은 21세기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자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융자를 통해, 뉴욕주 전역의 교육구의 개선 및 신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뉴욕의 학생들에게 그들이 누릴 자격이 충분한 양질의 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 필요성을 선결과제로 지정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의 헌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원 교육 위원회(Assembly Education Committee)의 위원장인 Michael R. 

Benedett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청 전체를 통틀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뉴욕의 학생들은 더 훌륭한 성취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성공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이 행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메이필드 센트럴 교육청(Mayfield Central School District)의 Christopher Harper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이필드의 자본 프로젝트인, '미래 건설, 과거 보존(Building 

the Future, Restoring the Past)'은 교육구가 21세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노후된 지붕 및 인프라 등 건강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각 건물의 

기술 및 운동장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의 효과적인 

융자는 교육구의 신중하고 사려깊은 재무 계획과 함께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프로젝트를 

실행해냈으며, 향후 우리 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셀러스 센트럴 교육청(Marcellus Central School District)의 Anthony Sonnacchio 

경영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금은 1960년대 건설된 시설의 현대화, 합창 음악실 

건설, 시니어 하이스쿨(Senior High School) 건물의 보안 개선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교육구는 이러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했으며, 결과에 만족합니다."  

  

라이언스 센트럴 교육청(Lyons Central School District)의 Donald Putnam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교원, 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안은 라이언스 센트럴 

교육청(Lyons Central School District) 전역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비용 융자 지원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중고교의 

출입구와 소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또한 고효율 난방, 환기, 

냉방(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시스템을 설치하여, 우리 초등학교 

건물의 환경을 더욱 건강하고 편안하게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주정부 파트너와 함께, 

우리는 운동장과 버스 순환로를 개선했으며, 지붕 수리, 새로운 로커 설치, 좌석 증가, 

새로운 강당 사운드 부스 추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가 언제나 아이들이 번영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센트럴 밸리 교육청(Central Valley School District)의 Jeremy Rich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센트럴 밸리 교육청(Central Valley district) 학생들이 

뉴욕주 최고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기까지 갈 길이 아직 멉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의 지금 지원을 통해, 우리는 21세기에 맞게 우리 학교를 

정비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미들타운 인라지드 시 교육청(Enlarged City School District of Middletown)의 

Richard Del Moro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들타운 인라지드 시 교육청(Enlarged 

City School District of Middletown)은 언제나 학생과 직원들에게 가능한 최신의 시설과 

자원을 제공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시설에는 3층이 

더해져, 11개의 새로운 교실 및 혁신적인 실험실에서 배우고 협력할 추가 공간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운동선수들에게 새로운 테니스 코드와 함께 업그레이드된 

소프트볼 및 야구장에서 팀을 구성하고 스포츠맨 정신을 갖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물도 공기질과 개선을 위한 내부 리노베이션과 알람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언제나 안전을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행정부와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는 이에 감사드립니다."  

  

배스 센트럴 교육청(Bath Central School District)의 Joe Rums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융자 및 재무 계획의 결과로, 배스 센트럴 교육청(Bath Central School 

District)의 학생 및 지역사회는 다나 리옹 중학교(Dana Lyon Middle School)와 하벨링 

고등학교(Haverling High School)에 설치된 새로운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스위트(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 Suites, STEAM 

Suites)로부터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스위트(STEAM Suites)는 집단적인 교육 기회를 강조하여 학생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지역사회는 모두 크게 

필요했던 교실 및 카페테리아 업그레이드라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우리 지역사회의 허브이자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이번 수익 

프로그램을 추진해주신 뉴욕주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스프링빌-그리피스 인스티튜트 센트럴 교육청(Springville-Griffith Institute Central 

School District)의 Kimberly Moritz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육감이자 네 

개의 자본 프로젝트의 리더로 11년 간 근무했지만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 지원금은 우리의 고숙련일학습병행제 

아카데미(P-TECH Academy) 프로젝트를 위해 매우 소중합니다. 이를 통해 이리 2 협동 

교육 서비스 이사회(Boards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BOCES)로 임대한 

건물을 교육구가 소유 및 자금 투입하여 지방 소유분이 절반으로 줄어든 총 27개의 

컴포넌트 교육구에서 학생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27개 교육청 

모두가 협동 교육 서비스 이사회(BOCES) 자본 비용을 통해 지방 소유분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분량은 우호적인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 융자로 인해 연간 

약 200,000 달러가 절감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현재 우리 교육청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도 융자받아, 이것에 대한 지방 소유분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지역별 융자가 발행된 교육청  

  

주도 지역:  

올버니 시 교육청(Albany City School District)  9,585,000 달러  

번트 힐스-발스턴 레이크 센트럴 교육청(Burnt Hills-Ballston Lake 

Central School District)  
23,460,000 달러  

콕새키-아텐스 센트럴 교육청(Coxsackie-Athens Central School 

District)  
12,305,000 달러  

메이필드 센트럴 교육청(Mayfield Central School District)  13,000,000 달러  

스키넥터디 시 교육청(Schenectady City School District)  2,220,000 달러  

와이넌트스킬 유니언 프리 교육청(Wynantskill Union Free School 

District)  
2,405,000 달러  

  
합계: 62,975,000 

달러  

  

뉴욕주 중부 지역:  

호머 센트럴 교육청(Homer Central School District)  650,000 달러  

메디슨 센트럴 교육청(Madison Central School District)  8,075,000 달러  

마셀러스 센트럴 교육청(Marcellus Central School District)  14,640,000 달러  

오논다가 센트럴 교육청(Onondaga Central School District)  3,525,000 달러  

포트 바이런 센트럴 교육청(Port Byron Central School 

District)  
9,910,000 달러  

스톡브리지 센트럴 교육청(Stockbridge Central School 

District)  
3,545,000 달러  

위즈포트 센트럴 교육청(Weedsport Central School District)  12,470,000 달러  

  
합계: 52,815,000 

달러  

  

핑거 레이크스:  

이스트 아이언데큇 센트럴 교육청(East Irondequoit Central 

School District)  
10,805,000 달러  

가난다 센트럴 교육청(Gananda Central School District)  12,490,000 달러  

레치워스 센트럴 교육청(Letchworth Central School District)  7,090,000 달러  

라이언스 센트럴 교육청(Lyons Central School District)  8,245,000 달러  

뉴어크 센트럴 교육청(Newark Central School District)  17,395,00 달러  



페리 센트럴 교육청(Perry Central School District)  3,690,000 달러  

  
합계: 59,715,000 

달러  

  

모호크 밸리:  

센트럴 밸리 교육청(Central Valley School District)  34,125,000 달러  

코퍼스타운 센트럴 교육청(Cooperstown Central School District)  4,600,000 달러  

길버츠빌-마운트 업튼 센트럴 교육청(Gilbertsville-Mount Upton 

Central School District)  
2,280,000 달러  

허키머 센트럴 교육청(Herkimer Central School District)  1,685,000 달러  

홀랜드 패턴트 센트럴 교육청(Holland Patent Central School 

District)  
1,940,000 달러  

로렌스 센트럴 교육청(Laurens Central School District)  1,595,000 달러  

모리스 센트럴 교육청(Morris Central School District)  1,860,000 달러  

렘슨 센트럴 교육청(Remsen Central School District)  5,840,000 달러  

롬 시 교육청(Rome City School District)  21,245,000 달러  

소킷 밸리 센트럴 교육청(Sauquoit Valley Central School 

District)  
16,425,000 달러  

쉐네베스 센트럴 교육청(Schenevus Central School District)  5,565,000 달러  

유티카 시 교육청(Utica City School District)  9,010,000 달러  

  
합계: 106,170,000 

달러  

  

미드 허드슨:  

미들타운 인라지드 시 교육청(Enlarged City School District of 

Middletown)  
25,805,000 달러  

포트 저비스 시 교육청(Port Jervis City School District)  3,820,000 달러  

  
합계: 29,625,000 

달러  

  

노스 컨트리:  

해리스빌 센트럴 교육청(Harrisville Central School District)  5,670,000 달러  

리스본 센트럴 교육청(Lisbon Central School District)  3,925,000 달러  

인라지드 오그덴스버그 시 교육청(Enlarged Ogdensburg City 

School District)  
16,695,000 달러  

사우전드 제도 센트럴 교육청(Thousand Islands Central School 

District)  
2,425,000 달러  

  
합계: 28,715,000 

달러  



  

서던 티어:  

아크포트 센트럴 교육청(Arkport Central School District)  5,710,000 달러  

배스 센트럴 교육청(Bath Central School District)  17,465,000 달러  

체난고 포크스 센트럴 교육청(Chenango Forks Central School 

District)  
14,470,000 달러  

호넬 시 교육청(Hornell City School District)  5,390,000 달러  

메인-엔드웰 센트럴 교육청(Maine-Endwell Central School 

District)  
12,765,000 달러  

노르위치 시 교육청(Norwich City School District)  7,430,000 달러  

시드니 센트럴 교육청(Sidney Central School District)  9,820,000 달러  

사우스 코트라이트 센트럴 교육청(South Kortright Central 

School District)  
7,095,000 달러  

우나딜라 밸리 센트럴 교육청(Unadilla Valley Central School 

District)  
6,890,000 달러  

웨이벌리 센트럴 교육청(Waverly Central School District)  1,660,000 달러  

  
합계: 88,695,000 

달러  

  

뉴욕주 서부 지역:  

안도버 센트럴 교육청(Andover Central School District)  5,245,000 달러  

클리블랜드 힐 유니언 프리 교육청(Cleveland Hill Union Free 

School District)  
7,350,000 달러  

뉴패인 센트럴 교육청(Newfane Central School District)  2,735,000 달러  

올린 시 교육청(Olean City School District)  9,820,000 달러  

리플리 센트럴 교육청(Ripley Central School District)  1,605,000 달러  

스프링빌-그리피스 인스티튜트 센트럴 교육청(Springville-Griffith 

Institute Central School District)  
19,310,000 달러  

요크셔-파이오니어 센트럴 교육청(Yorkshire-Pioneer Central 

School District)  
7,590,000 달러  

  
합계: 53,655,000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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