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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저소득저소득저소득저소득 가정가정가정가정 학생들의학생들의학생들의학생들의 대학대학대학대학 진학을진학을진학을진학을 장려하기장려하기장려하기장려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275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보조금을보조금을보조금을보조금을 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  

 

24,000여명의여명의여명의여명의 취약취약취약취약 가정가정가정가정 학생들에게학생들에게학생들에게학생들에게 대학대학대학대학 진학진학진학진학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주는주는주는주는 연방기금연방기금연방기금연방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CACGP(College Access Challenge Grant Program)에 따라 

뉴욕주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275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주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뉴욕주에 거주하는 24,655명의 학생과 가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들 커뮤니티 기반의 비영리기관에게 제공되는 기금은 25,000명에 달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소중한 대학 진학 기회와 전문적인 생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특히 위험한 환경에 처해있는 

커뮤니티에서의 개인교습, 재등록 및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강조하면서 뉴욕 주민들에게 대학에 

다니도록 도와주고 뉴욕주를 모든 이들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해줄 것입니다.” 

 

연방 기금은 비영리기관 및 커뮤니티 기반 기관에게 전달되어 취약 가정 및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개인교습 지원 및 재등록과 위험한 환경에 처해있는 지역에게 지속적인 교육활동 및 

멘토링 활동도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무료 대학 탐방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제공하고 이들 학생과 가정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요건을 처리해줄 

것입니다. 각 기관에게 제공되는 금액은 관련 뉴욕 주민 수와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로 경쟁 입찰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가 제공하는 275만 달러는 뉴욕주 연방 CACG(College Access 

Challenge Grant)를 통해서 모이며, 뉴욕주 HESC(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에서 

관리합니다. 

 

CACG 기금은 매해 지역 기관과 뉴욕주 협력기관에게 전달됩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13개 

카운티에서 진행되며, 학업지원, 멘토링, 대학 재정 지원 의식 고취를 포함한 중요한 대학진학 

준비, 등록, 수료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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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C 사장대리인 Elsa Mage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ESC는 2008부터 뉴욕주의 CACG 프로그램을 

관리해왔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해도 비영리기관, 뉴욕주 협력기관, HESC는 CACG 기금을 

활용하여 58,000여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후 학업을 지속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Rochester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에서 유명한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Hillside Work-Scholarship 

Connection은 Rochester, Syracuse, Buffalo 지역내 공립고등학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러한 

유대를 확대하기 위해 2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최근에 제공된 보조금으로 

3,000여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Hillside Work-Scholarship Connection 사장인 Augustin Melend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CACG 

프로그램으로부터 기금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이로써 뉴욕주에서 가장 취약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고 이들이 이전에 없었던 대학 진학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001 - 200,000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개별개별개별개별 CACG 기금을기금을기금을기금을 수령한수령한수령한수령한 기관들은기관들은기관들은기관들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Good Shepherd Services, New York City - 20만 달러 

Hillside Work-Scholarship Connection, Rochester - 20만 달러 

Jamestown Community College, Jamestown - 198,995 달러 

Mercy College, Dobbs Ferry - 106,979 달러 

Yonkers Partners in Education, Inc., Yonkers - 190,348 달러 

Young Women’s Leadership Network, New York - 20만 달러 

 

50,000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CACG 교부금을교부금을교부금을교부금을 수령한수령한수령한수령한 기관들은기관들은기관들은기관들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Aspira of New York, Inc., New York - 49,680 달러 

The Boys’ Club of New York, New York - 50,000 달러 

Bronx High School for Writing and Communication Arts, Bronx - 50,000 달러 

Children’s Aid Society/Carrera Adolescent Pregnancy Prevention Program, New York - 50,000 달러 

College and Community Fellowship, Inc., New York - 49,907 달러 

College Initiative at the Fund for the City of New York, New York - 50,000 달러 

College Summit, New York - 50,000 달러 

Cypress Hills College Success Programs, Jamaica - 50,000 달러 

Daemen College, Amherst - 49,592 달러 

The Dome Project, New York - 50,000 달러 

Generation Schools Network, Brooklyn - 50,000 달러 

Good Shepherd Services, New York - 50,000 달러  

Harlem Center for Education, Inc., New York - 50,000 달러 

Harlem RBI, Inc., New York - 50,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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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Street Settlement, New York - 50,000 달러 

Kingsbridge Heights Community Center, Bronx - 50,000 달러 

Mosholu Montefiore Community Center, Bronx - 50,000 달러 

New Settlement Apartments, Bronx - 50,000 달러 

Realizing My Dream,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Old Westbury - 49,334 달러 

St. John Fisher College, Rochester - 50,000 달러 

St. John’s University, Queens - 50,000 달러 

South Bronx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Bronx - 50,000 달러 

SUNY – Cobleskill, Cobleskill - 50,000 달러  

SUNY – Jefferson Community College, Watertown - 50,000 달러 

Syracuse University, Syracuse - 49,995 달러 

Ulster County BOCES, New Paltz - 49,643 달러 

Veterans’ Outreach Center, Inc., Rochester - 49,800 달러 

Westchester Community College, Valhalla - 50,000 달러 

YMCA of Greater New York – Vanderbilt Branch, New York - 49,235 달러  

Young Women’s Leadership Network, New York - 5만 달러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대학대학대학대학 탐방탐방탐방탐방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또한 뉴욕주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대학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에게 최고 45,000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초로 CACG 기금 중 25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탐방 행사는 

취약 계층 및 전통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학교, 비영리기관, 커뮤니티 

기반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Binghamton City 학군은 매 탐방 행사 때마다 20명의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5회의 탐방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학생들은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Monroe Community College, Buffalo State 

College, University at Buffalo를 저녁 시간을 이용해 방문할 것입니다 . 주간 탐방에서는 Cortland, 

Oneonta, Delhi, Alfred에 있는 SUNY 칼리지들과 Tompkins-Cortland Community College, Alfred 

University, University at Albany를 다닐 것입니다. 학생들은 일반 정보 세션에 참가하고 대학을 

탐방하며, 각 대학의 EOP(Educational Opportunity Program) 또는 HEOP(Higher Education Opportunity 

Program) 카운셀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됩니다.  

 

Binghamton City 학군의 Tonia Thompson 부교육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동기를 유발시켜주고 대학이 자신들의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Economic Opportunity Council of Suffolk, Inc.은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30명의 학생들을 대학 탐구 

여행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 주에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캠퍼스에 거주하면서 

거주 생활 경험을 더욱 살릴 수 있도록 룸메이트를 배정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of Delaware, Howard University, Marymount University를 포함한 다른 대학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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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에세이 작성, 대학 면담 프로세스, 대학 재정 지원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Youth & Adolescent Services for the Economic Opportunity Council of Suffolk, Inc. 실장인 Cynthia 

Monthi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름 대학 탐방 행사는 학생들에게 집과 떨어져서 대학 캠퍼스에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경험입니다.”  

 

HESC 사장대리인 Elsa Mage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탐방 프로그램의 목적은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관련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대학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대학 탐방 프로그램, CACG 보조금 수령자 및 관련 프로젝트를 포함해 CACGP(College Access 

Challenge Grant Program)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ESC.ny.gov/CAC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ESC는는는는:  HESC 사람들이 대학 학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뉴욕의 학생 재정보조 기관으로서, 

대학에 가는 학생들에게 필요에 근거한 보조금 및 장학금을 제공하는 전국의 선두주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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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년에, HESC는 TAP(Tuition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제공되는 9억2,010만 달러를 포함해 424,000여명의 학생들에게 

9억7,150만 달러의 보조금, 장학금,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제공하여 대학 진학과 졸업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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