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18 년 5 월 16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SUNY 와 CUNY 에서 교과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열린 교육 자원
계획(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에 800 만 달러 발표
SUNY 와 CUNY 에 분배할 제 2 차 열린 교육 자원(OER) 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UNY 와 CUNY 에서 학생용 교과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열린 교육 자원 계획(Open Educational Resources Initiative)에 800 만 달러를
할당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2 년 연속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연간 총
1,200 달러의 SUNY 와 CUNY 교과서 비용에 열린 교육 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 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린 교육 자원(OER)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고급책과 다운로드, 편집, 공유가 가능한 기타 자료를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산층의 미래에 고등 교육이 필요하지만
늘어나는 교육 자원 비용이 많은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SUNY 와 CUNY 학생을 위한 무료 컬리지 학비 프로그램인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같은 프로그램과 열린 교육 자원(OER) 계획으로 우리
학생들과 가족에게 중요한 자금난 완화를 제공하여 모든 뉴욕 주민이 질 좋은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열린 교육 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을 통해 뉴욕주 공립 대학교는 뉴욕에서
고등 교육의 도구와 비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

•
•

현학년도 열린 교육 자원(OER)은 코스 4,000 개 이상의 교과서와 학생
10 만 명분의 등록비에 배치되어 통합 1,230 만 달러 이상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 주 기금은 추가 코스 약 8,000 개와 학생 17 만 5,000 명분의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 자원(OER)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2019 봄학기 말까지 해당 계획으로 학생 26 만 명이 총 2,800 만 달러
이상을 아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비싼 등록금과 교실에서
필요한 자료비 부담 없이 고등 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과 가족들이 부담 없이 컬리지를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자금난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컬리지와 그 이후에 필요한 도구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립대학교(SUNY)의 Kristina M. Johnson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UNY 를 통한 열린 교육 자원(OER) 사용으로 학생들은 자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고
우리 교수들은 학생 개인에게 잘 맞는 콘텐츠를 제공할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하에 우리는 계속해서 컬리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SUNY 는 주 전역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이러한 도구를 사용할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주신 SUNY 와 CUNY 의 사서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CUNY 이사회 회장 William C. Thompson,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NY 학생의
40 퍼센트는 연 가구소득이 2 만 달러 이하인 가정 출신입니다. 교과서에 매년
1,200 달러를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은 가격이 비싼 책과 자료를 쓰는 코스에
등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비싼 시험이 요구되는 과학 같은 전공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지사님께서 열린 교육 자원(OER)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오랜 장벽을 허물어 학생들이
고등 교육에 형평성과 우수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UNY 와 SUNY 는 주에서 고등 교육 비용을 더욱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뉴욕주의
폭넓은 노력의 일환인 열린 교육 자원(OER) 계획을 협동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발전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대학교 시스템은 무료 교과서와 자료로 전환하는 데 교수, 사서,
교수 설계자를 돕기 위해 최근에 합동 웹사이트 Open.NYS 를 런칭했습니다. 회계연도
2018 주 예산(FY 2018 state budget)에서 기금을 마련한 이 사이트는 컬리지 학비의
합리성을 높이자는 Cuomo 주지사의 요청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맞출 수 있도록 열린 자원으로 전환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원스톱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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