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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의사립, 비영리 단기 대학 및 종합 대학교의 중요 인프라 개선
지원을 위한 2,130 만 달러 규모의 기금 발표

보조금을 통해 캠퍼스 시설 현대화, 학생 경험 향상, 경제 발전 견인에 지원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시사는 오늘 뉴욕 전역 35 개 대학의 자금 프로젝트를 위한
2,130 만 달러의 보조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고등 교육 자금 매칭 보조금
프로그램(Higher Education Capital Matching Grant Program, HECap)에서 왔으며,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 이사회(HECap Board)에서 수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 전체의 지역사회에 투자를 유도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민간 비영리 대학에 적합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에는 신규 기숙사와
콘퍼런스 시설 건축, 운동 시설 확장, 혁신 기술 및 장비를 포함한 최첨단 과학 시설
설비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새 교실 공간과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구조적
개선 또한 학습의 질과 삶의 향상을 완성하는 데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세계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교육 시설에 투자하여 뉴욕의 학생이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생활과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학 캠퍼스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우리 다음 세대의
지도자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뉴욕주 전체에 경제 부양
효과를 제공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자금은 계속 주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등 교육과 모든 학생이 뉴욕의 대학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신의 일환입니다. 뉴욕주의 노력과 함께, 이 투자는 캠퍼스를 현대화하고 주
전역의 교육 기관이 더 성장하고 번영하게 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지도 아래, 고등 교육 자금 매칭 보조금 프로그램은 주 전역의 캠퍼스들이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인프라와 장비에 대한 중대한 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캠퍼스들은 그들이 받는 1 달러의 주 기금마다 최소한 자신의 기금
3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 이사회는 7 월 30 일
회의에서 35 개 프로젝트에 지급하는 2,130 만 달러를 승인하였습니다.

위원회를 대신하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DASNY)에서 기금을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보조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주도 지역: 130 만 달러
핑거 레이크스: 230 만 달러
롱아일랜드: 330 만 달러
모호크 밸리: 312,711 달러
미드 허드슨: 370 만 달러
노스 컨트리: 825,385 달러
뉴욕시: 590 만 달러
뉴욕주 서부 지역: 360 만 달러

가장 최근의 보조금을 위해 선정된 프로젝트는 경쟁적인 지원 과정의 일부로서
선정되었습니다.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 이사회의 의원 3 인은 하원의원
의장이 선출한 1 인과 상원의원 임시 대표가 선출한 1 인 및 주지사가 선출한 3 번째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의 Gerrard P. Bushell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설서비스청에서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 이사회를 대신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등 교육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사용된
모든 금액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그들이 학습과 쇄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Toby Ann Stavi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제공받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뉴욕주 정부에게 있어 최우선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 이사회 보조금은 이러한 사립 및 비영리 대학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개선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뉴욕주 상원 고등 교육위원회(Senate
Higher Education Committee)의 의장으로서, 저는 지속적으로 교육 및 고등 교육
시스템에 투자하고 공공 교육 기관이 받아 마땅한 지원, 주 투자, 자본 계획을 제공하는
데 있어 입법부 동료 및 Cuomo 주지사와 협업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Deborah J. Gli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교육에 대한
필수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Cuomo 주지사는 우리 학생들에게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으며 뉴욕주 사립, 비영리 대학이 전국에서 가장 명망 높은 곳으로
남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커미션 온 인디펜던스 컬리지 앤드 유니버시티(Commission on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의 Mary Beth Labat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등교육 자금매칭

보조금 프로그램은 공공 기금을 통한 민간 투자를 이용함으로써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
경제 성장을 활성화하며 동시에 뉴욕이 고등 교육 및 혁신 경제의 글로벌 리더로 남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매칭 프로그램은 사립, 비영리 캠퍼스가 투자한 자금과 함께 10 억
달러 이상을 고등 교육 시설 인프라에 사용해왔습니다. 우리는 향후 수년간 상환될
투자를 뉴욕에 제공해 주신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입법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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