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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CAREY GABAY 장학 프로그램 신청을 발표하다

가정이 불우한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SUNY 칼리지에 다섯 개의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이 탄생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UNY가 Carey Gabay 장학 프로그램 신청을 지금
접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장학금은 지난 해 Cuomo 주지사가 43세의 나이로
10월 총기 폭력의 무고한 희생자로 비극적으로 사망한 변호자이자 공무원이었던 Carey
Gabay를 기려 발표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정의, 리더십, 멘토링에 힘쓴
Care의 활동과 불우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의 개인사처럼 두루 모범을
보인 다섯 명의 SUNY 입학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Carey는 근면성실함과 타인을 위한 봉사정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그는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를 사회에 되돌려주기를 선택했습니다”라고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일 하는 업무에서도 Carey를
말했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장학금이 다른 젊은이들로 하여금 공직 생활을 통해 세상을 바꿔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Carey는 성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는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되는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신청하고 모두를 위해 보다 나은 뉴욕주는 가꿔가는 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Carey는 공영주택에서 살면서 Bronx에 있는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학업을 계속해 Harvard University와 Harvard Law School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공직에서 활동하고 싶어했고 주변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Harvard University 재학 시절에는 대학교 학생회장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최근에는 Cuomo 주지사의 법제보좌관으로 활동했다가 이후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의 1등법무보좌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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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y Gabay 장학 프로그램은 2016-17년도 학기부터 4년제 SUNY 칼리지에 재학 중인
다섯 명의 학생에게 매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 장학금은 수업료, 숙식비, 대학
생활비, 교과서, 소모품, 교통 및 개인 지출 등 학교생활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신청은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며, 2016년 3월 15일에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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