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교육구를 위해 5억 8,500 만 달러 규모의 기록적인 

저비용 채권을 발행했다고 발표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설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채권 발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56 개 교육구를 위해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DASNY)을 통해서 5억 8,520만 달러 규모의 저비용 

면세 채권을 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 조달은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공동 교육구를 지원한 채권 발행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이 가장 큰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학업 시설 및 학습 환경을 현대화하여, 우리는 차세대 리더를 지원하고 더욱 

강력하고 경쟁력을 갖춘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생산적인 학습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교육구를 위해 발행한 약 6억 달러 규모의 채권으로 우리는 교육구들이 학교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교실 내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뉴욕은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미래의 성공을 위한 환경을 갖추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 발행은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의 교육구 세입 공채 자금 조달 

프로그램(School Districts Revenue Bond Financing Program)의 일환으로, 뉴욕주 전 

지역의 공립 교육구에 효율적인 자금 조달 대안을 제공합니다. 2002년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은 저금리 자금 조달로 5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200 곳이 넘는 교육구를 대신하여 별도로 일련의 

채권을 90 종류 발행했습니다.  

  

 



 

 

지역별로 발행한 채권 현황:  

  

Capital Region:  

  

City School District of Schenectady  $57,725,000  

Duanesburg Central School District  $11,900,000  

Northville Central School District  $6,670,000  

Rotterdam-Mohonasen Central School District  $9,510,000  

Scotia-Glenville Central School District  $13,265,000  

South Colonie Central School District  $10,940,000  

지역 합계:  $110,010,000  

  

Central New York:  

  

Adirondack Central School District  $7,160,000  

Baldwinsville Central School District  $3,235,000  

Cincinnatus Central School District  $7,330,000  

Cortland Enlarged City School District  $4,740,000  

Fayetteville-Manlius Central School District  $1,835,000  

Jordan-Elbridge Central School District  $7,345,000  

Lansing Central School District  $5,435,000  

Liverpool Central School District  $32,110,000  

Lyncourt Union Free School District  $1,125,000  

Moravia Central School District  $3,890,000  

Oxford Academy and Central School District  $2,035,000  

Solvay Union Free School District  $4,565,000  

지역 합계:  $80,805,000  

  

Finger Lakes:  

  

East Bloomfield Central School District  $6,815,000  

Fairport Central School District  $20,650,000  

Geneseo Central School District  

Greece Central School District  

$2,170,000  

$7,660,000  

Le Roy Central School District  $10,560,000  

Oakfield-Alabama Central School District  $13,430,000  

Pittsford Central School District  $25,030,000  

Sodus Central School District  $7,830,000  

Spencerport Central School District  $8,660,000  



 

 

지역 합계:  $102,805,000  

  

Mid-Hudson Valley:  

  

Highland Central School District: $10,400,000  

  

Mohawk Valley:  

  

Central Valley School District  $16,185,000  

Frankfort-Schuyler Central School District  $5,905,000  

Herkimer Central School District  $6,835,000  

Mount Markham Central School District  $6,395,000  

Oneida City School District  $6,485,000  

Utica City School District  $9,830,000  

Van Hornesville-Owen D Young Central School District  $2,055,000  

지역 합계:  $53,690,000  

  

North Country:  

  

Beaver River Central School District  $6,720,000  

Canton Central School District  $8,720,000  

Gouverneur Central School District  $18,940,000  

Heuvelton Central School District  $3,705,000  

Indian River Central School District  $10,460,000  

Norwood-Norfolk Central School District  $9,685,000  

Salmon River Central School District  $16,545,000  

Ticonderoga Central School District  $6,380,000  

지역 합계:  $81,155,000  

  

Southern Tier:  

  

Bath Central School District  $12,895,000  

Binghamton City School District  $6,815,000  

Elmira Heights Central School District  $8,815,000  

Harpursville Central School District  $11,705,000  

Hornell City School District  $10,680,000  

Waverly Central School District  $3,970,000  

지역 합계:  $57,540,000  

  



 

 

Western New York:  

  

Bemus Point Central School District  $12,920,000  

Clarence Central School District  $25,780,000  

Dunkirk City School District  $9,810,000  

Lewiston-Porter Central School District  $20,725,000  

Portville Central School District  $5,315,000  

Starpoint Central School District  $11,755,000  

Westfield Central School District  $2,480,000  

지역 합계:  $88,785,000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의 청장 겸 최고경영자인 Gerrard P. Bushell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은 이 지역 교육구들을 위해 

저비용으로 자금 조달을 하여 뉴욕의 경제를 계속 발전시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을 통해 재정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한 현대식 시설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교육위원회(Senate Education Committee)의 위원장인 Carl Marcelli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일이 그들의 성공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자금 조달은 뉴욕의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교육구에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해 주신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과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센트럴 밸리 교육구(Central Valley School District)의 Jeremy Rich 교육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의 교육 및 안전을 염두에두고 특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 덕분에, 우리는 21 세기형 시설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클래런스 센트럴 교육구(Clarence Central School District)의 교육감인 Geoffrey M. 

Hicks 교육학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안에서 운동장 업그레이드 공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학생들이 배우고 놀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클래런스 센트럴 교육구의 학교들이 웨스턴 뉴욕 최고의 

학교임을 입증하는 일을 돕기 위해 이를 실현하는 데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에 감사드립니다.”  

  

페어포트 센트럴 교육구(Fairport Central School District)의 Brett Provenzano 

교육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가능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보안이 잘 갖추어진 시설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의 재정 지원으로, 

우리는 이 교육구 전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학업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구버너 센트럴 교육구(Gouverneur Central School District)의 Lauren French 

교육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공사는 구버너 교육구(Gouverneur 

district)의 학생들이 노스 컨트리뿐만 아니라 뉴욕주에서도 가장 우수한 교실에서 배우고 

있음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의 재정 

지원으로, 학생들의 성공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학교들이 21 세기에 

대비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일랜드 센트럴 교육구(Highland Central School District)의 Thomas M. Bongiovi 

교육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일랜드 센트럴 교육구(Highland Central District)는 

학생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의 재정 지원으로, 우리는 안전하고 보안이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시설이 21 세기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호넬시 교육구(Hornell City School District)의 Jeremy P. Palotti 교육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의 재정 지원에 대단히 감사하며, 

교육구 전체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업그레드를 단행해 주신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신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단계별로 배우면서 알게 됩니다.”  

  

리버풀 센트럴 교육구(Liverpool Central School District)의 교육감인 Mark F. Pott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공사로 리버풀 센트럴 교육구(Liverpool 

Central School District)의 수십 년된 시설들을 21 세기에 맞는 시설로 개조했습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ASNY)의 재정 지원 덕분에, 우리는 우리 학교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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