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총 7,56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 학교 88곳 투자 계획 승인 발표  

  

첨단 기술 교실, 첨단 보안 기술,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 학교 채권법(Smart Schools Bond Act)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1세기에 발맞추어 교육 및 학습을 재창조하기 위한 

88개 스마트 스쿨 투자 계획 승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총 7,560만 

달러 규모의 계획은, 주지사가 처음 제안하고 유권자의 압도적 승인을 받은 20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교육 기술 이니셔티브인 스마트 스쿨 채권법(Smart Schools Bond 

Act)의 일환입니다. 오늘 투자 승인으로 인해 뉴욕주 전역의 교실이 현대화되고, 

학생들은 국제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게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투자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가 구식 교실을 현대화하도록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습득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기금은 뉴욕주 전역의 

학생들에게 21세기 경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스마트 스쿨 심의위원회(Smart Schools Review Board)는 오늘 7번째 회의를 갖고 

교육청별 및 특수 교육 학교별로 제출된 투자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예산 

국장, 뉴욕 주립 대학 총장, 뉴욕 주 교육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80개 교육청과 7개 특수교육학교가 제출한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학급 기술자재 구매에 3,000만 달러, 학교 연계성 프로젝트에 2,740만 

달러, 하이테크 보안 프로젝트에 1,750만 달러, 어린이집 교실 건설에 약 745,000달러의 

투자가 포함됩니다.  

 

88개 계획 개요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ummary_of_SSIPs_Meeting_7.pdf


2014년에 Cuomo 주지사는 교육에 대한 기술과 그에 관련한 기반 시설에 재정 지원을 

하고, 21세기 경제에서 성공하고 경쟁하는데 필요한 최신 기술과 연결성에 학생들이 

접근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인 스마트 학교 채권법(Smart Schools Bond Act)을 통해 

뉴욕주의 학교들에게 2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뉴욕주에 요청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유권자로서 그 해 11월에 스마트 학교 채권법(Smart Schools Bond Act)을 승인하여 이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이 채권법(Bond Act)의 제안에 따라, Cuomo 주지사는 어떻게 학교들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 채권 기금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전략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스마트 학교 위원회(Smart Schools Commission)를 설립했습니다. 이 자문 위원회는 

강력한 광대역과 무선 연결성을 확대하고 변형 기술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권고하는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학교 심의 위원회가 오늘 승인한 

계획들은 자문 위원회가 확인한 다수의 모범 사례를 반영합니다.  

 

뉴욕주 예산국(State Budget)의 Robert F. Mujica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청이 

해당 기금을 사용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교실을 재구성하고, 투자를 최적화하며 학생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의 MaryEllen Elia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빠르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상상하는 것은 때론 

어려운 일입니다. 학생들이 세상의 더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줄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또 이에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스마트 

학교 채권법(Smart Schools Bond Act)을 통해 교육청에 제공되는 해당 기금은,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 펼쳐질 세계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교사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SUNY 명예총장 Kristina M. John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이 점점 더 

세계화되는 사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발맞추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스마트 스쿨 투자의 최신 차수는 학교, 교사, 

행정가 및 학생에게 현대적인 시설 및 학교 연결성을 제공하여 대학 및 직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에 헌신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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