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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안 보도자료 - 팩트 알리기: CUOMO 주지사의 공립 대학교 무상 등록금 101 

 

“우리가 사립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의 4 년제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약 6,400 달러,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의 경우 4,300 달러인데 반해 

뉴욕주 사립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34,000 달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립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 (New York Daily News)는 오늘 일찍, 뉴욕 주립 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을 뉴욕주의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무상 

제공하려는, 미국을 선도하는 Cuomo 주지사의 제안에 대해 엑셀시어 스칼러십 

(Excelsior Scholarship)의 Jim Malatras 뉴욕주 운영담당 국장이 기고한 기명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이 특별 기고문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공립 대학교 무상 등록금 101 

  

오늘날의 직업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학 교육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대학 

교육은 이제 필수입니다. 2024년까지 뉴욕주에서 생기는 40만 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의 경우, 적어도 대학 교육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그 일에 

적합한 훈련된 인적자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반면에 상당한 빚을 지고 가야 할만큼 

수많은 대학들의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Cuomo 주지사는 중산층과 

노동 계급의 가족들을 위해 보다 저렴한 대학을 만들 수 있는 미국을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러십 (Excelsior Scholarship)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최대 125,000 달러를 벌어들이는 90만 가구가 넘는 가정들이 

뉴욕주의 공립 고등 교육 시스템인 뉴욕 주립 대학교 (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 

(CUNY)의 수업을 무상으로 수강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nydailynews.com/opinion/cuomo-free-public-college-tuition-101-article-1.2963951


  

뉴욕주의 많은 기타 등록금 보조 프로그램들과 이 가족들 모두를 위한 등로금 비용 총액 

사이의 간극을 줄일 경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들과 달리 뉴욕주의 

계획은 커뮤니티 칼리지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교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일부 특수 이익 집단들은 거짓 주장을 함으로써 이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을 망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부정확한 사실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비평가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사립 대학교들을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주지사는 오랫동안 학교 선택의 지지자였습니다. 

  

올해 행정부 예산을 통해 사립 대학교에 대한 뉴욕주 보조금으로 4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주지사는 2011년부터 사립 학교들을 대상으로 2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습니다. 뉴욕주는 또한 사립 학교에 다니는 약 9만 명의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사립 대학교들에 대한 뉴욕주의 투자액은 텍사스를 제외한 기타 어느 

주들보다 많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사립 학교들에 대한 전례없는 뉴욕주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사 프로그램 하의 공립학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받기를 원하는 일부 사립 

대학교들이 보다 많은 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의 4 년제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약 6,400 달러,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의 경우 4,300 달러인데 반해 뉴욕주 사립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34,000 

달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립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와의 제휴 관계를 통해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지사의 엑셀시어 스칼러십 (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의 견적 

비용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기존 프로그램과 함께 등록금의 

“최종 단계 (last mile)”를 마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뉴욕주의 강력한 기존 10억 

달러의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 (Tuition Assistance Program)과 연방 보조금 기금을 

결합한 후 나머지 간극을 모두 메웁니다. 

  

그런데 무상 등록금이 교육의 질을 낮추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은 논리입니다. 입학 기준이 우수해야 하고 학업 성적이 좋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졸업해야 하기 때문에 탁월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학생들이 그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공짜 경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대학에 풀 타임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2년 내에 준학사 학위를 받거나 4년 내에 학사 학위를 받는 등 정해진 

기한 내에 졸업하는 것을 우대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또는 전혀) 정해진 대로 졸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뉴욕주에서는 4년제 학생 중 

61퍼센트,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 중 91퍼센트가 졸업 연도에 졸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성공할 경우, 학생들은 돈을 절약하고 전체 

부채 부담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 중에는 일시적으로 교육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해서 주지사의 제안에는 또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일시 중지하고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외 (stepping ou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지사의 이 무상 등록금 프로그램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뉴욕 주민들 

수천명에게 추가로 고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상식적이고 합리적 비용의 

프로그램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경쟁에서의 이점을 안겨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지사는 다음 세대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학위를 얻기 위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중산층 가족들에게 제공하고 

싶어합니다. 그의 계획은 의회의 확고한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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