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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스마트 학교 채권법(SMART SCHOOL BOND ACT)에 따라 학교 기술 

업그레이드에 8,500만 달러 투자 발표  

  

스마트 학교 심의위원회(Smart Schools Review Board)에서 오늘 96개 투자안 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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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조하고 학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96개 스마트 학교 투자 계획 승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총 8,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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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보장 및 교실 현대화를 지원하고, 학생들은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게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 학교 채권법(Smart Schools Bond Act)은 

학교 안전을 개선하고 뉴욕주 전역의 노후된 교실을 현대화합니다. "해당 자금은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21세기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 학교 프로그램(Smart Schools 

program)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확장하고 뉴욕 전역 교실에 최첨단 기술 및 연계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21세기 커리큘럼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위해 중요한 이번 투자는 학생들이 세계적 혁신 및 기술 경제에서 필요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실을 현대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성공 

기회를 주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스마트 학교 심의위원회(Smart Schools Review Board)는 오늘 13차 회의를 갖고 

교육청 및 특수교육 학교가 각각 제출한 투자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위원회는 예산처장, 

뉴욕 주립 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명예총장, 뉴욕주 교육부 커미셔너로 

구성됩니다.  



 

 

 

오늘 교육청 90곳과 특수교육 학교 3곳에서 제출한 계획이 승인받았습니다. 

프로젝트에는 하이테크 보안 프로젝트에 2,630만 달러, 학교 연계성 프로젝트에 

2,560만 달러, 교실 기술 구매에 1,850만 달러, 어린이집 교실을 위해 990만 달러, 

이동형 교실(transportable classroom units, TCUs) 제거를 위한 420만 달러의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96개 계획 개요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학교 채권법(Smart Schools Bond Act)으로 학군들은 컴퓨터 서버, 상호작용식 

화이트보드, 태블릿, 데스크톱과 랩톱 컴퓨터, 고속 브로드밴드, 무선 연결성과 같은 

기술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대로 배우고, 선행 

과정과 대화식 커리큘럼에 대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부모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이테크 학교 보안에 대한 투자로 

인해 지역의 비디오 감시 능력 및 기타 안전 기술의 개선을 위해 고해상도 디지털카메라 

등 새로운 설비의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동형 교실(TCUs)의 교체 및 어린이집 교실 

건설을 위한 추가 투자를 통해 학생들은 현대적이고 최신 설비를 갖춘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예산국(State Budget)의 Robert F. Mujica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 

학교 프로그램(Smart Schools program)을 통해 우리는 안전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한편, 연계성을 높이고 보조 기술을 갖추는 방식으로 교실을 

혁신하여 우리 학생들이 21세기 경제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MaryEllen Elia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 학교 채권법(Smart Schools Bond Act) 투자를 통해 교육청 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속도에 맞춰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위 학습 과정 및 인터랙티브 

커리큘럼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며, 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승인받은 프로젝트에는 하이테크 보안,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성, 새롭거나 

혁신된 어린이집 교실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도는 학교 안전을 개선하고 

21세기에 맞는 교육과 배움을 디자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명예총장인 Kristina M. Johnso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 및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욕 학교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학교와 교사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받고, 학생들은 성공의 기회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도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우리 뉴욕주의 교육 시스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며, 우리 학생들은 사회로 진출하기 전 더욱 굳건한 기술을 계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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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SIPs_for_Approval_at_Review_Board_Meeting_12_2019-03-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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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학교 심의 위원회가 오늘 승인한 

계획들은 자문 위원회가 확인한 다수의 모범 사례를 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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