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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1-22 학년도의 새로운 지원자들을 위한 엑셀시어 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발표  

  

연 수입이 125,000달러 이하인 가정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들은 대학 등록금 면제 신청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22 학년도의 새로운 지원자들을 위한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신청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지원 프로그램들과 결합한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이 되는 정규 학생들이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등록금이 무료인 2 년제 또는 4 년제 대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전역에서 가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타격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인종, 계급,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엑셀시어 장학금은 수만 명의 학생들이 부담에 대한 걱정이나 부채 없이 

뉴욕의 세계적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재정 자원을 

제공합니다."  

  

2021-22학년도 엑셀시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가계의 연방 조정 총소득이 

125,0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또는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2년제 또는 4 년제 

대학 출석 계획  

• 본인의 학업 프로그램(여름 및 겨울 학기 포함)을 매년 30학점 완료  

• 2년 내에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4년 동안 학사 학위를 취득하여 예정된 기간 

내 졸업  

• 장학금 수혜자는 이 기간에 반드시 뉴욕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뉴욕주 고등교육서비스공사(New York State 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 사장인 Guillermo Linare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정 장벽을 

없애고 교육 시스템의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엑셀시어 장학금 프로그램과 같은 귀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재정적 

https://webapps.hesc.ny.gov/questionnaire/page.hesc?questionnaireId=58&versionNumber=4


 

 

제약 없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천 명의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명예총장인 Jim Malatr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가을에 

우리 캠퍼스를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지만, 판데믹이 뉴욕주 가족들에 끼친 

재정적인 영향은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대학의 접근성과 비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회복하려고 하는 동안, 개인들이 대학 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해 버거운 

금액의 빚을 떠안아서는 안됩니다. 엑셀시어 장학금은 코로나19로 삶과 가족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이동성을 달성하고,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줄 것입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CUNY) 명예총장 Félix V. Matos Rodrí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셀시어 장학금은 이전 백악관 행정부 아래 연방 정부의 지원을 거부한 등록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도움을 포함하여 국가의 탁월한 학비 지원 프로그램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엑셀시어 장학금의 재정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은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뉴욕 시립 대학교(CUNY)와 뉴욕주 

전역의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2021년 가을 학기에 처음 입학하는 신입생들과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을 신청한 적이 없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1-22 학년도 엑셀시어 

장학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José Peralta 상원 의원의 뉴욕주 

드림 법령(DREAM Act)에 따라 엑셀시어 장학금의 자격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엑셀시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늘어난 덕분에 약 230,000명의 뉴욕 거주자가 

뉴욕 시립 대학교(CUNY) 또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에 수업료 없이 등록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는 2021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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