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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셀덴에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 롱아일랜드 캠퍼스 오픈 발표  

  

6.6 에이커 규모의 캠퍼스의 특징은 공공 하이킹 코스, 최첨단 학습 시설, 지속 가능한 

건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400만 달러가 투자된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컬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의 새로운 롱아일랜드 캠퍼스의 오픈을 

발표했습니다. 캠퍼스에는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현대적인 학습, 회의 및 작업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셀덴의 칼리지 로드 407번지에 위치한 이 캠퍼스는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바탕으로 건설되었으며 서퍽 카운티의 종합적인 하이킹 및 

자전거 트레일 네트워크와 연결되며,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면대면 및 원거리 

학습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칼리지의 아트 임파워(Arts Empower) 이니셔티브에 

따라 프로그래밍을 위한 공연 예술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최첨단 캠퍼스는 수천명의 롱아일랜드 

학생들에게 향후 수십년 간 세계적 수준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뉴욕 

주민들에게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 

롱아일랜드 캠퍼스와 같은 21세기 형 학습 시설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이들이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지금 그들이 내일의 일자리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SUNY Empire)는 현재 서퍽 카운티의 1,3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온라인 및 직접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대학은 뉴욕주 및 기타 

지역에서 총 30개 이상의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17,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26,668 평방피트 규모의 2층 건물은 미국 그린 빌딩 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의 에너지 및 환경 건설 설계 리더십(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의 기준에 맞추어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도록 

건설되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몰입형 클라우드 학습(Immersive Cloud Learning, ICL) 

소스 및 데스티네이션 룸, 첨단 기술을 탑재한 능동 학습 공간 등과 같은 최첨단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몰입형 클라우드 학습(ICL) 기술을 통해 학생들은 풍부한 학습 

환경에서 협업하고, 파일을 공유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주 전역의 강사와 

동료들로부터 실시간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 탑재 능동 



 

 

학습(Technology Enhanced Active Learning) 공간에서 학생들은 손쉬운 협업을 위해 

자신들의 장비 또는 대학이 제공한 렌탈 노트북에서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6.6 에이커 규모의 캠퍼스에는 자연 보호 협회(Nature Conservancy)와 롱아일랜드 

그린벨트 트레일 콘퍼런스(Long Island Greenbelt Trail Conference)가 지정 및 관리하는 

트레일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트레일은 학문적 풍요로움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서퍽 카운티의 종합 하이킹 및 자전거 트레일에 대한 카운티 

전체의 계획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기념식의 사진 및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의 Jim 

Malatras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새로운 학습 시설과 아름다운 

캠퍼스를 롱 아일랜드의 학생들과 더 넓은 지역사회에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Andrrew Cuomo 주지사, Kenneth 

LaValle 상원의원을 비롯한 주 입법부, 서퍽 카운티 지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캠퍼스를 학생과 지역사회의 허브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향후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Kristina M. Johnson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교육 방법을 통해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SUNY Empire)는 Malatras 

학장의 지도 하에 롱아일랜드 전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롱아일랜드 허브는 이러한 기회를 

확장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학생들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광범위한 사명을 추진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와 오늘의 

성과를 실현하는 데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이사회(SUNY Board of Trustees)의 의장인 Merryl H.Tis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SUNY Empire)의 새로운 최첨단 

캠퍼스는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가진 롱아일랜드의 비전통적 학습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교육 기회를 얻고, 이를 활용해 그들의 삶과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고등 교육 기관을 지원하고 헌신을 

보여주신 주지사, 입법부, Jim Malatras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SUNY Empire) 

학장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주 상원 고등 교육 위원회(NY State Senate Higher Education Committee)의 

랭킹 마이노리티 멤버인 Ken LaVal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퍼스의 

오픈은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해 온 노력의 결실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SUNY Empire) 학생을 위해 롱아일랜드 캠퍼스가 이곳에 최첨단 기술을 

도입했다는 것이 기쁩니다. 최첨단 몰입형 클라우드(Immersive Cloud) 학습을 통해 

https://protect2.fireeye.com/url?k=1b6bf1a8-474ff0e1-1b69089d-0cc47aa8d394-b4bc51613748128a&q=1&u=https%3A%2F%2Fflic.kr%2Fs%2FaHsmJmD9om
https://vimeo.com/372965909


 

 

캠퍼스 간 학생과 교수의 실시간 상호 작용이 가능해지며 학습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롱아일랜드 전역의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SUNY Empire) 

학생들에게 중요한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서퍽 카운티의 Steve Bellone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 셀덴 캠퍼스(Selden 

Campus)가 개장하면서 서퍽 전역의 모든 연령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이제 집에 

있으면서 뉴욕 최고의 교육 기관 중 한 곳에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Empire State College)와 파트너십을 

시작했으며, 서퍽이 혁신과 고등 학습의 중심지로 남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om Muratore 서퍽 카운티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가 서퍽 카운티, 특히 제 지역구에 

위치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매우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라이프스타일과 

기술의 변화로 인해 비전통적 학생들이 교육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최첨단 시설을 셀덴에 도입하기 위해 협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 소개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는 온라인 

또는 직접 제공되는 맞춤형 학습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삶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합니다. 1971년부터,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SUNY Empire)는 바쁜 

생활 중에서도 개인적 혹은 직업상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공인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1,300명 이상의 전담 

멘토, 학생들의 필요에 맞춘 학위 프로그램, 최첨단 원거리 학습 기술을 갖춘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SUNY Empire)는 30개 이상의 뉴욕주 지역과 7개 해외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고 유연한 온라인 대학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직접 배우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선행 학습 및 생활 경험에 대해 학점을 수여하는 일을 약 50년간 

선도해왔으며 학생들이 학위를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취득하도록 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esc.edu를 방문하거나 @SUNYEmpire를 팔로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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