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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스마트 스타트 프로그램(SMART START PROGRAM)을 통해 6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 과학 및 공학의 교사 개발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기금을 

제공할 예정  

  

스마트 스타트 프로그램(Smart Start Program)의 신청서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스마트 스타트 컴퓨터 과학 프로그램(Smart Start 

Computer Science Program)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사용가능한 6백만 달러의 

자금이 모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마트 스타트(Smart Start)는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컴퓨터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교사 지원 및 자원을 확대합니다. 주 

전역의 모든 학교가 신청 자격이 있으며, 시설이 열악한 학교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신청 마감은 2019년 11월 19일이며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컴퓨터 과학 교육에 전례없는 투자를 하고 

있으며 차세대 뉴욕 주민들이 미래의 일자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타트 프로그램(Smart Start Program)은 우리의 어린 학생들에게 이 번영하는 업계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고 현재 컴퓨터 과학에 접근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경기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기술은 오늘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임금이 높은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도 컴퓨터 과학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노동국 

통계(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컴퓨터 및 정보 기술 직업의 고용은 

2018년부터 2028년까지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직업의 평균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뉴욕 공립학교는 여전히 교실에서 컴퓨터 과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분야의 고품질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스마트 스타트 프로그램(Smart Start 

Program)을 통해, 주 전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원 및 자원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컴퓨터 과학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http://www.p12.nysed.gov/funding/gc-19-010-smart-start-program/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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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하이테크 학습 기회에 투자하여 학생들, 특히 여아와 소수자들이 동등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기술 격차를 없앨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교무위원회(Board of Regents)의 Betty A. Rosa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무위원회(Board of Regents)와 저는 모든 어린이가 최고 수준의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세계에서 

학생들을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해 컴퓨터 과학을 뉴욕주 교육의 기본 부분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계속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 교육부(State Education) 커미셔너 Beth Berl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 

통합을 교육과 학습으로 확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대학, 직업 및 시민권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학생들이 세상의 더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줄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또 이에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교사들을 지원하고 저학년 학생들에게 컴퓨터 공학 교육을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학생들에게 학교를 넘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는 커다란 성별 격차가 존재합니다. 대학 

위원회(College Board)의 자료에 따르면, 남아보다 더 많은 여아가 고급 학습 

과정(Advanced Placement) 시험을 치르지만(뉴욕 수험자의 55% 이상이 여성), AP 

컴퓨터 과학 시험 응시자의 경우 27%에 불과합니다. 주지사의 여성 어젠다(Women's 

Agenda)의 일부로 처음 발표된 이 기금은 차세대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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