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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1 시정연설의 일환으로 뉴욕 간호사들에게 SUNY 및 CUNY 

프로그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표  

  
  

바칼로레아 자격을 갖춘 주립 및 시립 대학교에 영웅적 간호사들은 우선적으로 입학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 시정연설(2021 State of the State)의 일환으로 

뉴욕 간호사에게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프로그램에 입학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안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간호사 및 

간호사 후보는 2021년 가을부터 주 전역의 모든 SUNY 및 CUNY 프로그램에 우선 

입학하여 바칼로레아 자격을 충족하고 간호사로써 근무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매일 출근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일했으며, 그 

대신 자신의 삶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가 나서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다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일했습니다. 이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었듯이, 우리도 그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영웅들에게 세계 

최고의 대학 입학 우선 순위를 약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위를 마치고 이번 팬데믹 

기간에 걸쳐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10개의 간호 학사 학위(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BSN) 프로그램이 2017년 

Cuomo 주지사에 의해 법률로 제정되어 환자 치료의 질을 향상하고 간호 전문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준학사 학위(Associate Degree)를 취득한 모든 

간호사들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간호사가 된 후 10년 이내에 간호 학사 

학위(Baccalaureate of Science Degree in Nursing)를 취득해야 합니다. SUNY와 CUNY 

내 캠퍼스가 협력하여 자격을 갖춘 후보자에 대한 우선 순위 입학을 허용하여, 법적으로 

필요한 40,000 명의 간호사 및 간호 후보자가 학사 자격 증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SUNY 및 CUNY 간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뉴욕주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SUNY의 Jim Malatras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의 의료 전문가들은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노력으로 진료하여 

생명을 구했으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진료의 핵심인 

간호사들이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시 면허를 받은 간호사에게 입학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Cuomo 주지사의 제안은 바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입니다. SUNY는 주지사의 제안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UNY의 Félix Matos Rodríguez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끔찍한 이번 

팬데믹 기간에 자신을 희생하며 노력해주신 의료진에게 가족, 친구 이웃의 목숨을 

빚지고 있습니다. 최전선에 있는 간호사들은 치명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서 

싸웠으며, 이들이 바로 영웅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제안은 이러한 용감한 전문가들이 

일류 기관에서 학업을 마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소개  

뉴욕 주립 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고등 교육 종합 시스템이며, 모든 뉴욕 주민의 95% 

이상이 뉴욕 주립 대학교의 64개 칼리지 및 대학교 3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전반에 걸쳐 SUNY는 학술 보건 센터 4곳, 병원 5곳, 의대 4곳, 치의대 2곳, 

뉴욕주 유일의 안과 대학, 미국 에너지부 국립 연구소(US Department of Energy National 

Laboratory) 한 곳을 관리합니다. 2019년 가을 현재, SUNY 캠퍼스의 학위 프로그램에 

415,500명이 넘는 학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욕 주립 대학교는 약 130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점 이수 과정 및 프로그램, 평생 교육 과정,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는 뉴욕 학술 연구의 약 사분의 일을 

감독합니다. 2019 회계연도에 전체 시스템의 연구 비용이 17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이는 

학생과 교수진의 상당한 기여를 포함합니다. 전 세계에 300만 명의 뉴욕 주립 대학교 

졸업생이 있으며 대학을 나온 뉴욕 주민의 삼분의 일이 뉴욕 주립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SUNY가 기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suny.edu를 참조하십시오.  
  

뉴욕 시립 대학교 소개  

뉴욕 시립 대학교는 미국 최대의 도시 공립 대학으로, 뉴욕시의 생명력에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이동성의 혁신적인 동력입니다. 1847년에 미국 최초의 무료 고등교육 기관으로 

설립된 뉴욕 시립 대학교는 현재 뉴욕시 5개 자치구에 걸쳐 커뮤니티 칼리지 7곳, 시니어 

칼리지 11곳과 대학원 또는 전문 교육기관 7곳이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 500,000명을 

교육하고 매년 55,000개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의 품질과 경제성이 결합되어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을 모두 합친 것의 거의 6배에 달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산층과 그 이상으로 이끕니다. 대학 졸업생의 80% 이상이 뉴욕에 머물며 도시의 경제, 

시민 및 문화생활의 모든 측면에 기여하고 모든 부문에서 도시의 인력을 다양화합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의 졸업생과 교수진은 노벨상 13개와 맥아더 "천재" 지원금(MacArthur 

"Genius" Grants) 26회를 포함하여 많은 권위 있는 명예를 받았습니다. 대학교의 

역사적인 사명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 재력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일류 

공립 교육을 제공합니다.  

  

https://www.suny.edu/
https://www.cuny.edu/about/colleges-schools/#community-colleges
https://www.cuny.edu/about/colleges-schools/#senior-colleges
https://www.cuny.edu/about/colleges-schools/#senior-colleges
https://www.cuny.edu/about/colleges-schools/#senior-colleges
https://www.cuny.edu/about/colleges-schools/#honors-professional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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