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8월 18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시간제 학생들을 위한 역사적인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 시작 발표  

  

처음으로, 학기당 6학점 이상의 학점을 받는 시간제 학생들은 이번 가을부터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음  

  

약 75,000명의 추가 학생이 TAP 확장 지원을 받을 수 있음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인기 있는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의 역사적인 1억 

5,000만 달러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제 시간제로 학위를 추구하는 약 75,000명의 

추가 학생들에게 TAP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TAP을 완전한 시간제 학습자로 

확대하면 가정과 일과 같은 다른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 모든 연령대의 

개인에게 경제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트입니다. 정규 TAP 수상 기금은 정규 

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5,665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TAP은 정규 전제조건 

없이 학기당 6~11학점을 이수하는 적격 학생들에게 비례 등급으로 제공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사로써, 저는 오늘 뉴욕주를 돌보는 것 이상의 

것을 하고 싶습니다 - 저는 뉴욕의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싶습니다. 고등교육 학생들은 

우리 주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학위는 소유자의 삶보다 

더 많이 변합니다. 이것은 학생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꿉니다. 뉴욕을 집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더 낫게 하고 교육에 투자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행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2년 가을 학기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연방 FAFSA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간제 TA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경우, NYS 캠퍼스에 다니는 뉴욕주 거주자는 TAP 신청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2023학년도에 FAFSA를 이미 등록하고 제출한 학생의 

경우, TAP 상은 등록 학점 수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시간제 TAP의 자격은 거주 및 소득 요건을 포함하는 정규직 TAP 수상 기금과 

일치합니다. TAP 보상 기금은 수령자가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studentaid.gov%2Fh%2Fapply-for-aid&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0629c5eed3f54acc1cc608da81367dd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6436829035506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9JkiZufVwVZf6LN1wxSVD8HjcqFV9e2qKWSwXSqew1Y%3D&reserved=0


뉴욕주 TAP는 미국 최대의 요구 사항 기반 대학 재정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600만 명 이상의 뉴욕 시민들은 TAP를 통해 거의 300억 달러의 

등록금 지원 기금을 받았습니다. 2020-2021학년도 동안, 25만 명의 뉴욕 시민들은 7억 

달러 이상의 등록금 지원 기금을 받았습니다.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의 결과, 190,000명 이상의 뉴욕 거주자들이 무료로 

CUNY 또는 SUNY를 다니고 있습니다.  

  

25세에서 44세 사이의 약 200만 명의 뉴욕 시민들은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45세에서 

64세 사이의 250만 명의 뉴욕 시민들은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제TAP 

확대는 공립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SUNY와 CUNY에서 새로운 교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1억 600만 달러,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1억 달러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개선하고, 수감된 개인들을 위한 TAP를 재정립하고, 녹취록 원천징수 관행을 

금지하며, 최첨단 자본 시설에 상당한 투자를 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뉴욕은 또한 2019년에 상원 의원 José Peralta 드림 법(DREAM Act)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률은 문서화되지 않은 뉴욕 시민과 다른 학생들이 TAP 및 다른 뉴욕 주에서 관리하는 

보조금과 그들의 높은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여기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NY 임시 총장인 Deborah F. Stan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예산, 특히 TAP 

확대에 있어 고등교육을 우선시해온 Hochul 주지사와 우리 주의회 의원들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더 많은 뉴욕 시민들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독특한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Tuition Assistance Program)은 SUNY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닻이 되어 

왔습니다. TAP를 확장하여 이미 가족과 업무 책임으로 가득 찬 수천 명의 학습자를 위한 

시간제 대학 출석률을 커버하는 것은 대학 졸업의 꿈을 이루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CUNY 총장인 Félix V. Matos Rodrí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TAP의 시간제 학생으로의 확장은 수천 명의 뉴욕 시민들의 삶에 변혁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이동성과 더 나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로 가는 길을 제공하는 동시에 뉴욕의 

팬데믹 이후의 회복을 촉진할 것입니다. 학부모를 포함한 우리 시간제 학생 수만 명이 

교육의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고등교육 서비스공사(New York State 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 사장인 Guillermo Linare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수십만 뉴욕 

시민들이 대학 교육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준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신 Hochul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확장을 통해 다른 책임으로 인해 정규 시간에 

참석할 수 없는 우리 주 전역의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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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주식 격차를 줄이고 소외 계층 간의 상승 

이동성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Toby Ann Stavisk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2023년 예산안에 시간제 

TAP가 통과되어 추가적인 학생들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등록에서 심각한 감소를 겪고 있고 이러한 시간제 지원 기금은 더 나이가 많고, 일하고, 

비전통적인 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Brian Kavanagh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수백만 명의 뉴욕 시민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약 75,000명의 시간제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1억 

5,000만 달러 확대하는 것은 우리 공립대학과 고등교육을 추구하는 뉴욕 시민들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이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등교육의 평등, 접근성 및 경제성은 우리가 열심히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제 학생들은 종종 특별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하는 것 외에도 직업, 가족을 돌보는 것, 건강 문제 등을 포함한 다른 책임들의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들이 고등 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TAP에 대한 

이러한 투자를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많은 뉴욕 시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해 주신 맨해튼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생, 교직원 및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Deborah Gl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원의 고등 교육 위원회(Higher 

Education Committee)의 의장으로서, 저는 TAP 프로그램이 우리 주에서 교육 및 경제적 

기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뉴욕 시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확장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에 

감격스럽습니다. 시간제 학생들은 종종 일과 가정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교육 기회를 추구하는 비전통적인 학생들과 어른들입니다. 저는 그들이 더 이상 주정부 

재정 지원에 접근할 수 없는 재정적 장애물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확대 정책을 지원해 

주신 입법부의 동료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CUNY의 교수진과 전문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인 전문 직원 총회(Professional Staff 

Congress)의 James Davis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NY에 대한 다년간의 재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시간제 TAP를 포함시켜 주신 Hocheol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양품질의 공공 고등교육에 최대한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함에 따라 주지사 

님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시간제 TAP은 등록을 지원하고, 많은 학부모와 

근로자인 우리 학생들이 시간제로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NYPIRG 프로그램 책임자인 Megan Ahear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최근 시간제 

학생들로의 확대는 교육 형평성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단계입니다. 시간제 학생들은 

종종 가족을 부양하고, 일과 다른 책임들 사이에서 힘들어 합니다. 시간제 학생들이 대학 

학위를 취득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내며 학생들은 FAFSA 및 주정부 신청서를 지금 

작성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뉴욕주의 공과 대학 및 대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UNY 캠퍼스의 경우 

www.suny.edu/attend/apply-to-suny/를 참조하고 CUNY 학교의 경우 

www.cuny.edu/admissions/apply-to-cuny/#apply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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