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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7 년도 CAREY GABAY 장학금 프로그램 (CAREY GABAY 

SCHOLARSHIP PROGRAM) 신청 접수 발표 

 

가정이 불우한 우등생들을 대상으로 뉴욕 주립 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칼리지에서 다섯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인 2 차년도의 장학금 

프로그램 

 

신청서는 여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립 대학교 (SUNY)가 Carey Gabay 장학금 

프로그램 (Carey Gabay Scholarship Program) 신청을 현재 접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장학금은 2015년에 총기 폭력의 무고한 희생자로 비극적으로 

사망한 변호자이자 공무원이었던 Carey Gabay를 기려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정의, 리더십, 멘토링에 힘쓴 Carey의 활동과 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의 개인사처럼 두루 모범을 보인 다섯 명의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입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9 월에 Cuomo 주지사는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들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arey는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었던 모범적인 

청년이었지만 그의 삶을 공익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인 이 장학금 

프로그램이 다른 유능한 젊은이들이 정부에서 경력을 쌓고 동료 뉴욕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Carey는 공영주택에서 살면서 브롱크스에 있는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학업을 계속해 하버드 대학교 (Harvard University)와 하버드 

법과대학원 (Harvard Law School)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았으며, 하버드 대학교 (Harvard University) 재학 

당시에는 학생회장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최근에는 Cuomo 주지사의 

법제보좌관으로 활동했다가 이후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의 1등법무보좌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http://www.suny.edu/smarttrack/types-of-financial-aid/scholarships/gabay/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arey-gabay-scholarship-program-winners


 

Carey Gabay 장학금 프로그램 (Carey Gabay Scholarship Program)은 2017-2018년도 

학기부터 4년제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칼리지에 재학 중인 다섯 명의 학생에게 매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장학금은 수업료, 숙식비, 대학 등록금, 교과서, 

소모품, 교통비, 개인 지출금 등 학교생활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신청서는 

여기에서 받을 수 있으며 2017년 4월 15일이 신청 접수 마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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