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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의 중산층 가정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을 무료화하기 위한 엑셀시어 

스칼러십 캠페인 개시 

 

Buffalo Bills Hall of Famer인 Thurman Thomas, Brown 시장 및 카운티 행정책임자 

Mark Poloncarz 등의 웨스턴 뉴욕 리더들이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대학 교육 기회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주지사의 계획을 지지함 

  

주지사는 국가적으로 선도하는 등록금 무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 전역의 

SUNY 및 CUNY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과 교수진을 만나도록 부지사와 행정부 구성원들을 

파견함  

  

이 혁신적인 계획은 연간 125,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버는 뉴욕 주민들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무료화할 것이며, 웨스턴 뉴욕의 68,712가구(거의 80%)가 주지사의 과감한 

계획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게 됨 

  

Making College Possible Coding Challenge 시행: 64개의 SUNY 캠퍼스 및 25개의 

CUNY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 팀들이 엑셀시어 스칼러십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 것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중산층 가정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을 

무료화하기 위해 SUNY 및 CUNY 캠퍼스를 방문하면서, 엑셀시어 스칼러십 캠페인을 

개시했습니다. 600명이 넘는 학생과 지역 지지자들이 모인 버펄로 주립대학교에서의 

집회에서, Buffalo Bills Hall of Famer인 Thurman Thomas, Brown 시장, 그리고 카운티 

행정책임자 Mark Poloncarz를 포함한 웨스턴 뉴욕의 리더들이 연간 125,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버는 뉴욕의 가정들을 위해서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지사의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의 68,712 가구(대략 80%)가 주지사의 과감한 제안에 

따라 등록금 무료 혜택을 받으면서 SUNY 또는 CUNY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 새로운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2년제 및 4년제 대학 모두에서 진행되는 

http://www.ny.gov/codingchallenge


사상 최초의 등록금 무료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Kathy Hochul 부지사와 행정부 

구성원들을 파견해서 주 전역의 SUNY 및 CUNY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과 교수진을 

만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가 사상 최초로 SUNY 및 CUNY 전 캠퍼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차원의 코딩 대회(coding competition)인 “Making College Possible 

Coding Challenge”를 개최할 것이라는 점도 발표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학생들이 

엑셀시어 스칼러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기술을 이용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교육은 항상 위대한 균형추였지만, 

오늘날은 너무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이 발전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하며, 미래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고등 교육을 박탈당해왔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엑셀시어 스칼러십 프로그램에 따라, 고등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꿈이 

그들의 재력이나 출신지를 불문하고 실현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크고 명백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혁의 시기에 있으며, 뉴욕은 중산층 가정을 위해서 등록금을 

무료화하고, 우리의 경제를 진보시키는 국내 최초의 주가 될 것입니다. 상원과 하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계획을 통과시키면, 다른 주들도 뒤따를 것입니다.”  

  

웨스턴 뉴욕 리더들도 뉴욕의 가정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을 무료화하기 위한 주지사의 

캠페인에 동참 

  

다음과 같은 웨스턴 뉴욕 리더들이 연간 최대 125,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버는 뉴욕주의 

중산층 가정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을 무료화하기 위한 주지사의 과감한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 Thurman 및 Patti Thomas 

· Robby Takac, Goo Goo Dolls 베이시스트 

· Buffalo State College 총장 Katherine Conway-Turner 

· Jamestown Community College 총장 Cory Duckworth 

· SUNY Fredonia 총장 Virginia Horvath 

· Alfred State College 총장 Skip Sullivan 

· Dr. Kriner Cash, Buffalo Public Schools 교육감  

· City of Buffalo 시장 Byron Brown 

· Erie 카운티 행정책임자 Mark Poloncarz 

· City of Niagara Falls 시장 Paul Dyster 

· City of Lackawanna 시장 Geoff Szymanski 

· City of Jamestown 시장 Sam Teresi 

· City of Dunkirk 시장 Willie Rosas 

· City of Salamanca 시장 Michael Smith 

· Village of Williamsville 시장 Brian Kulpa 

· Village of Fredonia 시장 Athanasia Landis 

· City of Jamestown 의회 대표 Greg Rabb 

· City of Buffalo 의원 Rasheed Wyatt 



· City of Buffalo 의원 Ulysees Wingo 

· City of Niagara Falls 의원 Kristen Grandinetti 

· City of Niagara Falls 의원 Ezra Scott, Jr. 

· City of Niagara Falls 의원 Andrew Touma 

· City of Dunkirk 의원 Don Williams, Jr. 

· Niagara 카운티 의원 Owen Steed 

· Cattaraugus 카운티 의원 Susan Labuhn 

· George Nicholas 목사, Lincoln Memorial United Methodist Church 

· Mark Blue 목사, Second Baptist Church of Lackawanna 

· Gretchen Hanchett, Allegany 카운티 상업회의소 상임이사 

· Jason Perdue, Citizens for a Better Chautauqua County 회장 

· Steve Thorpe, SWNY Building Trades Association 회장 

  
 

Know the Facts – 엑셀시어 스칼러십 안내  

 

엑셀시어 스칼러십 프로그램에서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SUNY 또는 CUNY의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풀타임 과정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조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 125,000달러까지의 소득을 버는 중산층 가정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뉴욕 전역의 가구 중 80%가 125,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갖추게 될 대학 취학 연령의 자녀를 둔 가구는 

940,000가구로 추산됩니다.  

  

새로운 계획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2017년 가을에는 연간 최대 

100,000달러까지의 소득을 버는 뉴욕 주민들에 대해서 시행되고, 2018년에는 

110,000만 달러로 상향되며, 2019년에는 125,000달러까지 확대됩니다. 

  

엑셀시어 스칼러십 프로그램은 뉴욕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며, 이 목표는 SUNY 및 CUNY와 

협력함으로써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충족됩니다.  

  

주지사의 프로그램은 뉴욕의 사립 대학교들을 불공정하게 처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는 2011년 이래 사립 학교들에 2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으며, 현재도 사립 학교에 

다니는 약 90,00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립 대학교들에 대한 

뉴욕주의 투자액은 텍사스를 제외한 기타 어느 주들보다 많습니다. 

  

더욱이, 뉴욕의 사립대학 등록금은 공립대학보다 훨씬 더 비싸서, 뉴욕의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간 34,000달러이며, 이에 비해 SUNY 및 CUNY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대략 6,400달러,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에는 대략 4,300달러입니다.  

  

대학 등록 학생 추정치에 기초할 때, 이 계획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연간 약 1억 

6,3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비용 추정치가 낮기는 



하지만, 그것은 등록금 비용의 “마지막 구간(last mile)”을 좁히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들과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시행 중인 뉴욕주의 탄탄한 

10억 달러 규모의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방 보조금을 결합한 다음, 나머지 부족액을 

모두 메웁니다. 

  

아울러, 주지사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제때 졸업하도록 장려하고, 대학을 풀타임으로 

다니며, 2년제 준학사 학위 또는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으면서 졸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뉴욕의 공립대학 졸업률은 국내의 다른 대학들과 유사하게 매우 

낮아서, 뉴욕의 4년제 대학생 중 61%, 그리고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생 중 91%가 

그 학위를 제때 이수하지 않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러십은 이를 변화시키고,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자금 채무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시간과 돈을 절감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학생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정지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시 

정지(stepping out)” 규정을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24년까지, 뉴욕주에서 350만 개의 일자리가 준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2014년보다 대략 420,000개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너무도 많은 

가정들이 대학 등록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러십은 대학 등록금을 

무료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량을 갖추게 해주고, 그들이 

미래에 하이테크의 보수가 높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Making College Possible Coding Challenge 
  

“Making College Possible Coding Challenge”는 64개의 SUNY 캠퍼스와 25개의 CUNY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 개발자들과 설계자들을 초대해서, “making college possible”이란 

테마에 관해서 엑셀시어 스칼러십에 의해 영감을 받은 특유한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게 합니다. 프로토타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위한 것일 수 

있으며, 학생들이 SUNY 및 CUNY에서의 장학금 제도와 생활에 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도구가 될 것입니다. 대회는 향후 수 주에 걸쳐 

2라운드로 진행될 것이며, 뉴욕시에서 Cuomo 주지사가 주최하는 최종 결선으로 

종료됩니다. 

  

모든 팀은 2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그 후에 공식 안내문이 등록한 모든 팀에 발송될 

것입니다. 예비 심사는 2월 후반에 진행될 것이며, 상위 5위까지의 출전자들이 3월 초에 

진행될 결선 심사에 올라 홍보 세션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상위 5개 팀들은 뉴욕의 

기술 커뮤니티에서 온 멘토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며, 그들의 최종 작업물을 한 팀의 

우승자를 선정하게 될 심사 패널에 홍보할 것입니다. 우승을 차지한 제출물은 엑셀시어 

스칼러십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대회에 등록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Making College Possible 웹사이트를 

http://www.ny.gov/codingchallenge


방문하세요.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UNY 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내지 중산층 

가정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을 무료화하려는 Cuomo 주지사의 제안은 새로운 졸업생들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금 부담을 감소시킬 것이며, 젊은 뉴욕 주민들이 우리의 위대한 

뉴욕주 이곳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가족을 올바로 부양할 수 있도록 재무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닦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 뉴욕에 있는 우리의 학생들이 학자금 

채무로 고통받지 않으면서 학업을 완료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고용주들에게 

일자리를 충원하고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받은 인재 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uffalo State College 총장 Katherine Conway-Tur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uffalo 

State College의 우리는 Cuomo 주지사가 제안한 엑셀시어 스칼러십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비전에 찬사를 보냅니다. Buffalo State College와 우리의 자매 캠퍼스들은 

모든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변혁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계층 이동성을 진전시키고,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의 생활을 

변모시키는데 있어서 대학 학위의 힘을 통렬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 전역의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학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Cuomo 

주지사의 무료 등록금 계획은 더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제공할 것입니다.” 

 

Buffalo Public Schools 교육감 Dr. Kriner Cas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경쟁이 심한 글로벌 경제에서는 젊은이들에게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도 

필수적입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 시가 정부, 기업, 예술 및 교육의 모든 

수준에서 전면적인 변혁적 부흥을 겪음에 있어서 우리 시를 강화시킵니다. 주립 및 시립 

대학에서 등록금을 무료화하려는 Cuomo 주지사의 계획은 다른 주들이 따르게 될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정을 위해서 재정적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Jamestown Community College 총장 Cory Duckwor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등교육은 학위를 딴 사람을 위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도록 도움을 주며, 이러한 

기회들이 등록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저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에 대해 등록금을 무료화하려는 Cuomo 주지사의 계획은 

고등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전문적 수준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지사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다고 

확고히 믿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으며, 저는 우리 주에서 교육 기회와 경제적 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것에 헌신하는 그에게 감사드립니다.” 

 

SUNY Fredonia 총장 Virginia Horva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국내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공교육기관 중 일부의 본고장이며, Cuomo 주지사의 

새로운 엑셀시어 스칼러십 프로그램은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그 문호를 개방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공교육에서의 주요한 발전을 나타내며, 다른 주들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선례를 설정합니다. 저는 보편적인 고등교육이 공립 고등학교만큼 통상적이 

되고, 뉴욕 주민들이 ‘우리가 처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Alfred State College 총장 Skip Sulliv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뉴욕에서, 우리는 

기회의 주(State of Opportunity)로서 봉사하는 우리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행합니다. 

125,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버는 가정의 잠재적 학생들에 대해서 SUNY 및 CUNY 

대학들에서 등록금을 무료화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현대적 세상에서, 여러분이 대학 

학위를 갖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의 일자리는 심지어 고려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입법화되는 경우, 이 제안은 보다 광범위하게 교육 받은 인력을 배출할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들이 현재는 물론이고 다가올 세대에도 뉴욕주 전역에 걸쳐 번성하도록 

돕게됩니다.” 

 

City of Buffalo 시장 Brow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테크 제조 부문으로 우리의 

경제가 이동함에 따라,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노동력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을 받게 돕는 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엑셀시어 

스칼러십 프로그램은 대학 등록금 부담 여력의 위기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며, 

우리의 노동력이 산업 발전의 최첨단에 남아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우리의 젊은 뉴욕 

주민들이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찾고, 그들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성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가 젊은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리더들이 

이를 현실로 만들 것을 장려합니다.” 

 

Erie 카운티 행정책임자 Mark Poloncar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교육은 오늘날의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극히 중요하지만, 등록금 비용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록 계속 급등하고 있으며, 너무도 많은 학생들과 가정들이 단지 대학 학위를 얻기 

위해서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Cuomo 주지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의 

재정적 배경과 성공 기회를 불문하고 제공될 분별 있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러십은 웨스턴 뉴욕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주 전역에 걸쳐 수천 가구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저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중산층이 발전하도록 

돕는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City of Niagara Falls 시장 Paul Dyst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SUNY 

Buffalo와 같은 우리의 우수한 대학교들이 우리의 차세대 전문가들을 위해서 수많은 

학문 및 연구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지만, 너무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 중 너무도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엑셀시어 스칼러십은 학생들이 수십 

년 동안 학자금 채무의 부담에 직면하는 대신, 졸업 후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립대학교들에서 등록금을 무료화함으로써 이 괴로운 경향을 역전시키려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코딩 챌린지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주는 기술과 

고등교육이 우리의 21세기 노동력을 성장시킴에 있어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 프로그램은 향후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게 도울 것이며, 저는 발전의 길을 선도하는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City of Dunkirk 시장 Willie Ros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엑셀시어 스칼러십 

제안은 뉴욕 전역에 걸쳐, 그리고 특히 City of Dunkirk에 있는 근로자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획기적 승리에 해당됩니다.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량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수 

세대의 뉴욕 주민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을 무료화하게 될 이 똑똑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계획에 대해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City of Salamanca 시장 Michael Smi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등록금은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졸업 후에도 수십 년 동안 뉴욕 주민들에게 

학자금 채무를 부담시키면서, 우리 주와 국가의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가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제공됩니다. 감사하게도, Cuomo 주지사는 이를 변화시킬 똑똑하고 

혁신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연간 125,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버는 중산층 가정에 

대해서 대학 등록금을 무료화함으로써, 주지사는 학자금 채무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돕고, 부단히 노력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량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그의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내며, 주 의회가 이 중요한 계획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Village of Fredonia 시장 Athanasia Land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경쟁적 

사업 환경에서,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학 교육은 직업 경력을 

시작하고, 중산층 반열에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험을 취득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주지사의 엑셀시어 스칼러십은 우리가 대학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모시킬 

것이며, 아주 많은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대학 교육을 보다 저렴하고 현실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똑똑한 인재들 중 일부가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으며, 주지사 

덕분에, 그들은 이제 학위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City of Dunkirk 시의원 Don Williams,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대학교들에서 

등록금을 무료화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계획은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혜택이 

됩니다. 대학 졸업자들은 혁신을 진전시키고,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갈수록, 모두가 혜택을 받습니다. 저는 엑셀시어 스칼러십 프로그램이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뉴욕으로 새로운 기업들과 더 많은 일자리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선견지명 덕분에, 뉴욕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Cattaraugus 카운티 의원 Susan Labuh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교육은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장이 했던 역할과 동등하지만, 고등교육의 천문학적 비용으로 인해서 

수많은 뉴욕 주민들이 경쟁적인 글로벌 경제에서 뒤쳐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남녀에게 아메리칸 드림 달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Cuomo 주지사는 주 전역의 

가정들의 생활을 변화시킬뿐만 아니라, 엑셀시어 스칼러십을 통해서 모든 곳에서 

학생들을 위해 문호도 개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랜드마크적 제안을 옹호하고, 그렇게 

많은 중산층 가정들에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Allegany 카운티 상업회의소 상임이사 Gretchen Hanchet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안을 통해, Cuomo 주지사는 우리 주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 받은 노동력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Cuomo 주지사는 모든 세대의 학생들이 그들의 직업 

경력을 시작하기 위해서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량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엑셀시어 스칼러십은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경제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저는 의회가 이 제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Lincoln Memorial United Methodist Church의 George Nicholas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에는 대학 학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도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 갈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안되거나, 그들의 학위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압도적인 학자금 채무를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립대학 등록금을 

무료화함으로써, Cuomo 주지사의 계획은 뉴욕주 전역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불문하고, 신이 준 잠재력을 발휘하고,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열쇠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 

헤택을 주게 될,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프로그램입니다.” 

 

Allegany 카운티 상업회의소 상임이사 Gretchen Hanchet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안을 통해, Cuomo 주지사는 우리 주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 받은 노동력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Cuomo 주지사는 모든 세대의 학생들이 그들의 직업 

경력을 시작하기 위해서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량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엑셀시어 스칼러십은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경제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저는 의회가 이 제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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