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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학교에서 

3,500만 달러이상의 캠퍼스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발표 

 

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DASNY 및 SUNY 캠퍼스 업그레이드 

단지 90 일만에 완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 지역의 SU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캠퍼스에서 3,500만 달러 이상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은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간에 맞춰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뉴욕의 세계적 수준의 주립 대학 시스템의 경쟁력을 유지해서, 

앞으로 수년 동안 뉴욕에서 최고로 우수하고 명석한 학생들을 확실히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오늘, 우리는 뉴욕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육성하기 위해 SUNY 단과 대학들 및 종합 대학교의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들은 기숙사 비용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캠퍼스 업그레이드는 

SUNY 학교들이 전세계에서 온 최고의 교육자들, 연구자들, 학생들을 위한 경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속도와 효율성이 DASNY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두가지 특징이며, 이 프로젝트들은 

하나의 완벽한 본보기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Gerrard P. Bushell DASNY 사장 

겸 CEO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전 지역의 학생들에게 미래의 지도자, 혁신가, 

제작자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SUNY 캠퍼스들과 오랜 

협력 관계를 지속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재학생들은 특히 뉴욕주의 투자와 DASNY의 기부로, 크게 고칠 필요가 있었던 

우리 인프라 영역의 향상되고 개선된 변화를 목격할 것입니다.” 라고 Nancy L. Zimpher, 

SUNY 총장은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유지보수는 건강하고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올바른 진전인 것입니다.” 

 
 
 



올 여름 완료한 SUNY Campus Project는 다음과 같습니다: 

 

캠퍼스: UAlbany 

가치: 220만 달러 

Alumni Quad에 위치한 Alden과 Waterbury 기숙사의 학생실과 복도의 경우, 새로 

페인트 칠을 하고, 전기 설비를 갖추었으며, 새로운 욕실 샤워기 꼭지로 교체하였습니다. 

Eastman, Stuyvesant, Livingston 타워들의 엘리베이터 또한 교체되었습니다. 

 

캠퍼스: Alfred State College 

가치: 190만 달러 

새로운 보일러가 세 기숙사에 설치되었습니다. 

 

캠퍼스: SUNY Brockport 

가치: 809,000 달러 

Perry, Bramley, Biggs Halls들의 재구성 및 개보수가 완료되었고, 좀 더 개방적이고 밝은 

현관 입구를 만들었습니다. McLean Hall의 욕실 환기 시스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차공간 및 산책로의 업그레이드 또한 완료되었습니다. 

 

캠퍼스: Buffalo State 

가치: 340만 달러 

Porter Hall과 Moore Complex의 지붕이 교체되었습니다. 또한, Tower Two 기숙사에서 

석면이 제거되었고, 북서쪽 캠퍼스 정면의 외부 석재 패널이 고정되었습니다. 

 

캠퍼스: The College of Technology at Delhi 

가치: 120만 달러 

Russell Hall의 두 라운지가 부엌으로 전환되었고, Murphy Hall의 외관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캠퍼스: SUNY Geneseo 

가치: 380만 달러 

완전 신품의 보일러가 기숙사 여섯 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캠퍼스: SUNY Oneonta 

가치: 230만 달러 

다섯 곳의 기숙사 라운지가 부엌과 피트니스 센터로 전환되었고, East Campus의 

보행자 통로의 배수 시설이 개선되었습니다. 추가로, Blodgett Hall의 복도 벽지가 

교체되었고, 네 곳의 기숙사 화재 경보 패널이 교체되었으며, 네 곳의 기숙사에서 Wi-

Fi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캠퍼스: SUNY Oswego 

가치: 140만 달러 

네 곳의 기숙사에 공급되는 지하 증기관이 교체되었습니다. 



 

캠퍼스: SUNY Purchase 

가치: 500만 달러 

Big Haus 기숙사의 주 욕실 개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침실, 공용 공간, 복도가 다시 

페인트칠 되었고, 새로운 층들이 설치되었습니다. 새로운 조명과 옷장 또한 

설치되었습니다. 

 

캠퍼스: University at Buffalo 

가치: 510만 달러 

학생들이 자신의 세탁물 상태를 확인하고, 대기시간을 점검하며, 스마트 폰으로 기계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Laundry Alerts”을 포함한 200만 달러 규모의 최첨단 세탁 

시스템을 캠퍼스에 업그레이드 합니다. 추가로, Richmond Hall의 계단과 Governor‘s 

Complex 하역장의 콘크리트 부분이 교체되었습니다. Governor‘s Complex 욕실들도 

또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캠퍼스: SUNY Potsdam 

가치: 190만 달러 

친환경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75만 달러가 지원되었습니다. LED 조명과 “저수류” 

샤워기 꼭지, 변기, 수도꼭지를 포함한 절수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추가로, 여섯 대의 

고층 엘리베이터가 교체되었습니다. 

 

캠퍼스: SUNY New Paltz 

가치: 570만 달러 

학생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완료된 세 건물 이외에, 아홉 

건물의 경우, 불법 침입을 막기 위하여 무선 도어 하드웨어가 설치되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