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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최저최저최저최저 대학대학대학대학 비용을비용을비용을비용을 판단하도록판단하도록판단하도록판단하도록 돕는돕는돕는돕는 새새새새 도구도구도구도구 공개공개공개공개  

학생들은학생들은학생들은학생들은 온라인으로온라인으로온라인으로온라인으로 대학대학대학대학 교육의교육의교육의교육의 차이를차이를차이를차이를 비교하고비교하고비교하고비교하고, 순순순순 비용을비용을비용을비용을 계산하며계산하며계산하며계산하며 총총총총 비용을비용을비용을비용을 추산할추산할추산할추산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학생들과 가족이 대학교의 재정 보조 레터를 해석하고 최저 비용을 

계산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돕는 새로운 도구를 발표하였습니다. HESC.ny.gov에 있는 재정 

보조 레터 비교 툴은 무료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가 수집 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힘인데 이 도구로 우리는 학생들이 그들에게 무엇이가장 좋은지에 근거해 

대학을 정보에 입각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올바른 대학 선택은 평생 지속되는 결정이지만 재정 보조 제안을 찾아 비교하는 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교 툴은 대학에 다니는 진짜 비용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 가족들이 무엇에 빠져들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본인은 학생들이 

HESC.ny.gov에 로그인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권장합니다.”  

많은 가족들의 경우, 특히 어떤 타입의 보조를 상환해야 하는지를 포함해 총 비용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으면 적정 비용의 가장 좋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 툴은 나란히 열거되는 비교를 생성하고 순 비용을 표시하며, 각 대학의 2년 또는 4년 

비용을 추산합니다.  

또한 리포트는 사용자가 학생 융자를 상환할 수 있기 위해 졸업후 요구되는 잠재 소득을 

선택된 직업에 근거하여 제시합니다. 이 기능은 학생들과 가족이 현재 및 미래의 상황에 

따른 융자의 영향을 이해하도록 도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 분야를 세심하게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직업 또는 대학 선택을 조정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러한 예상을 하기 

위해 뉴욕주 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HESC)은 미국 노동통계국 직업 전망 

핸드북의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여 선택된 직업의 급여 추정 중앙값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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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C의 사장 대행 Elsa Mage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또는 직업 

경로에 들어서기 전에 융자 비용에 대해 미리 정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교 툴은 각 

대학에서의 학생의 총 추정 부채, 대략적 월 융자 상환액 및 그러한 상환액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 년봉에 대한 내역을 제시합니다.”  

HESC 소개소개소개소개  

HESC는 사람들이 대학 학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뉴욕주의 학생 재정보조 

기관으로서, 대학에 가는 학생들에게 니즈에 근거한 보조금 및 장학금을 제공하는 전국적 

리더입니다. HESC의 핵심은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TAP), 수 많은 주 장학금, 연방 대학 

접근 교부금 및 아주 성공적인 대학 저축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들입니다. HESC는 매년 

수 십만명의 뉴욕인들에게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또한 그것들이 학생들, 가족들, 

그리고 카운슬러들에게 제공하는 지도를 통해 대학을 닿을 수 있는 범위 내로 가져옵니다. 

2012-13년에 HESC는 342,000여명의 학생들에게 TAP(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9억3100만 달러를 포함해 9억7940만 달러의 보조금, 장학금,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제공하여 대학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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