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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총총총총 4,3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36개개개개 SMART SCHOOLS 투자투자투자투자 계획계획계획계획 승인을승인을승인을승인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20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Smart School Bond Act법으로법으로법으로법으로 교실교실교실교실 기술기술기술기술, 첨단첨단첨단첨단 보안보안보안보안 및및및및 학교와학교와학교와학교와 
지역사회의지역사회의지역사회의지역사회의 연결을연결을연결을연결을 지원지원지원지원 하다하다하다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총 4,300만 달러 규모의 36개 Smart Schools 투자 

계획이 20억 달러 규모의 Smart Schools Bond Act의 일환으로 승인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포괄적인 이니셔티브는 21세기 교육과 학습을 재구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4년에 주지사가 제안하여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이 법은 

학생들이 21세기 경제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교육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이 투자는 "디지털 격차"를 좁히고 주 전역의 수많은 

학교에서 기술  및 초고속 광대역 이용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초고속 인터넷과 신기술 이용이 우편번호에 의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Smart Schools Bond Act로 뉴욕주 구석구석에서 교육 기회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21세기 교육과 학습을 

강화해주고, 교육 결과를 향상시켜주며, 현재의 학생들이 미래의 지도자로 준비시켜줄 

것입니다.”  

 

Smart Schools 심사위원회는 오늘 두 번째로 모임을 갖고 교육구가 제출한 투자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예산 담당 이사, 뉴욕주립대 총장 및 주 교육부 커미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승인된 36건의 계획은 프로젝트에 총 4,300만 달러에 달하며, 여기에는 교실 기술 

구매에 2,2800만 달러, 학교 연결 사업에 1,290만 달러, 첨단 보안 사업에 530만 달러, 

그리고 PRE-K 교실 프로젝트에 210만달러를 포함해 여러 신규 프로젝트에 지원됩니다.  

 

이 36건의 계획에 대한 요약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에 Smart Schools Bond Act를 통해 20억 

달러를 학교들에게 투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교육 기술과 인프라에 

재정을 실행하여 학생들이 21세기 경제에서 성공하고 경쟁하는 데 필요한 최신 기술과 

연결성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뉴욕주민들은 그해 11월에 Smart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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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 Act(SSBA)에 동의하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 채권법 제안에 이어 Cuomo 주지사는 학교가 가장 효과적으로 채권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Smart Schools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강력한 광대역 및 무선 연결을 확장하고 혁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집중을 권고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Smart Schools 심사위원회에서 

오늘 승인한 이 계획은 위원회에서 확인한 모범 사례의 대부분을 반영합니다.  

 

주예산실장인주예산실장인주예산실장인주예산실장인 Robert F. Mujica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말했습니말했습니말했습니다다다다, “학군들은 학생 성취도를 

촉진하기 위해 Smart Schools 기금의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 승인된 계획은 다음 세대를 위해 교실을 재구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교육부교육부교육부교육부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MaryEllen Elia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mart Schools 기금의 

새로운 라운드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기금으로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교실과 그 이외의 공간에서 칼리지를 가든 직장에 들어가든 이에 

필요한 도구, 기술, 능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UNY의의의의 Nancy Zimpher 총장은총장은총장은총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mart Schools에 대한 투자는 

요람에서 경력까지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뉴욕 학생들의 성공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으로 사용되는 현대식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폭 넓은 접근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쌓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이 기금의 혜택을 입게 될 학교들과 프로그램 

모두에 축하를 보냅니다." 

 

Smart Schools Act에 따라 학군들은 컴퓨터 서버, 대화형 화이트보드, 태블릿, 데스크톱 

및 랩톱 컴퓨터, 초고속 광대역 및 무선 연결 등의 기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학생들이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학습하고, 고급 과정과 대화형 교육 과정을 폭 넓게 

이용하고,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소통을 개선 시킬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Smart 

Schools 기금은 유아원 교실에 필요한 투자, 임시 교실 철거 및 첨단 기술 학교 보안을 

용이하게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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