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CAREY GABAY 장학 프로그램 당첨자 발표  

 

불우한 가정 배경의 우수 학생 5명에 SUNY 칼리지 전액 장학금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오늘 2017년 Carey Gabay 장학 프로그램 당첨자 5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장학 프로그램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9월 43세의 나이에 총기 

폭력의 무고한 희생자로 비극적으로 사망한 변호사이자 공무원이었던 Carey Gabay를 

기리며 창설한 것입니다. 매 장학금은 수업료, 숙식비, 대학 생활비, 교과서, 소모품, 교통 

및 개인 지출 등 학교생활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arey는 공공 서비스의 힘을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로서 이 훌륭한 학생들은 그의 핵심 가치, 투지와 노력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지 두 번째로 맞는 기념일에 다가가며 이 장학금은 Carey에 

대한 추억, 가치와 모든 뉴욕시민의 삶 개선에 대한 약속을 불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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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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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된 5명의 학생은 사회적 정의, 리더십, 멘토링에 힘쓴 Care의 노력과 불우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의 개인사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장학금을 

발급한 지 두 번째 되는 해입니다.  

 

SUNY 명예총장 Kristina M. John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의 Carey Gabay 

장학금 수상자들을 축하합니다. Jasleen, Mirelly, Isaiah, Avik 그리고 Daquan은 그들의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수많은 시간을 바치는 동시에 우수한 성적을 



 

 

따내는 성공의 롤모델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성과에 영예를 안기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올해의 장학금 당첨자:  

 

Jasleen Kaur - 오존 파크(Ozone Park), 퀸즈  

 

Jasleen은 그녀가 12살 때 인도로부터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녀는 화재로 가족이 

살 집을 잃는 난을 당하였습니다. 고등학교때 그녀는 주니어 닥터 클럽의 회원으로 되어 

브루클린 대학(Brooklyn College)에서 독립적으로 과학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회적 

정의에 대한 그녀의 약속으로 Jasleen은 전국 유대인 여성 협회(National Council of 

Jewish Women)에서 자원봉사하며 성 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녀는 뉴욕 주지사의 부인인 Matilda Cuomo가 1949년에 졸업한 

Midwood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녀의 장래 희망은 의사가 되어 국경 없는 

의사(Doctors Without Borders) 단체의 자원봉사자가 되어 가난한 지역사회에 

의료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Jasleen은 스토니 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에 입학합니다. 

 

Mirelly Pena - 브롱크스  

 

Mirelly는 그녀가 3살 때 에콰도르로부터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녀는 힘든 미국 

생활 적응 기간을 거쳤으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그녀는 학교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친한 친구(Best Buddies) 단체에서 자원봉사하며 

자폐증을 앓는 학생들의 멘토링을 맡았습니다. Mirelly의 장래 희망은 이민 변호사로 

되어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녀는 또한 정부에서 근무하기도 원하고 있습니다.  

 

Mirelly는 뉴욕주립대학교 빙엄턴(SUNY Binghamton)에 입학합니다.  

  

Isaiah James - 올버니  

 

Isaiah는 자메이카로부터 이민 오신 할머니가 심어준 가치관에 따라 성공하려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는 학생부에 참가하여 리더십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어린 학생들에 대한 

멘토링에 관여했었습니다. 그는 올버니에 있는 그린테크 고등 헌장 학교(Green Tech 

High Charter School)의 졸업대표였습니다. 그의 장래 희망은 컴퓨터 공학의 학위를 따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술 접근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Isaiah는 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SUNY Albany)에 입학합니다.  

  

Avik Kadakia - 벨로즈(Bellerose)  

 



 

 

Avik는 인도로부터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는 살면서 몇 번의 고투를 벌였으며 

허리케인 샌디(Superstorm Sandy)가 불어친 2012년에는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임시 

피난소로 삼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Avik는 학생부 회장과 반 대표로 있으면서 동급 

학생들의 멘토링과 지도에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 그는 리더십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고 싶어합니다. 

 

Avik는 스토니 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에 입학합니다. 

 

Daquan Taylor - 브롱크스  

 

Daquan은 Carey Gabay와 마찬가지로 브롱크스의 하우징 프로젝트에서 살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교육 과정을 거쳤으며 컴퓨터를 사용할 조건이 안 되어 

학교 숙제를 완성 못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는 교육과 자원봉사로 자신의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Daquan의 장래 희망은 작가와 저널리즘의 경력을 쌓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경력을 가진 어린 학생들을 지원하여 교육을 통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경을 극복하려 합니다.  

 

Daquan은 뉴욕주립대학교 빙엄턴(SUNY Binghamton)에 입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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