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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12월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저소득층저소득층저소득층저소득층 학생들의학생들의학생들의학생들의 대학대학대학대학 진학을진학을진학을진학을 장려하기장려하기장려하기장려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32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등록을 증대하고 직접 섬기기 위한 연방 

대학 진학 도전 교부금 프로그램 예산 320만 달러가 전주 20개 기관에 수여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3년에 미국 교육부가 뉴욕주에 수여한 620만 달러의 교부금에서 

나오며 뉴욕주 고등교육공사가 감독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에도 650만 달러의 교부금이 

수여되었으며 2015-16 학년도를 위한 대학 진학 서비스 및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모든 뉴요커들을 위한 고등교육 접근 증대는 이 행정부의 최우선순위인데, 이 교부금은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도울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정부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우리는 자격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본고장 출신 

인재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대학 진학 교부금 도전 프로그램의 자금은 전주의 특정 기관들에서 시행되는 5개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성공 전략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학 진학이 준비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지원 과정 동안 맞춤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학생의 학업 잠재력과 가장 잘 맞는 대학에 학생을 매칭. 이 프로젝트를 위한 

교부금 수령 기관들:  

• Syracuse University, Syracuse, NY - $49,988 

• New York City Outward Bound Center, Inc., LIC, NY - $183,772  

• Henry Street Settlement, New York, NY - $85,000  

저소득층 학생들이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FAFSA 작성 지원. 이 프로젝트를 위한 

교부금 수령 기관들:  

• New Settlement Apartments (The Crenulated Company, Ltd.) Bronx, NY - $124,740  

• Veterans Outreach Center, Inc., Rochester - NY $72,980  

• D’Youville College, Buffalo, NY - $72,898  

• YMCA of Greater New York, New York, NY- $13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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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서 시작하여 대학교 1학년 말까지 대학 진학에 대한 상담, 코칭 및 지시를 통해 

집약적 대학 준비, 등록 및 인내를 제공. 이 프로젝트를 위한 교부금 수령 기관들:  

• Cypress Hills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Brooklyn, NY - $75,000  

• Yonkers Partners in Education, Yonkers, NY - $492,489  

• Long Island University – Brooklyn, Greenvale, NY - $49,680  

• Sports and Arts in Schools Foundation, Queens, NY - $49,680  

• Kingsbridge Heights Community Center, Bronx, NY - $162,535  

• Good Shepherd Services, New York, NY - $213,900  

• Harlem Center for Education, Inc., New York, NY - $74,897 

• Sunnyside Community Services, Sunnyside, NY - $109,179 

• Bottom Line, Inc., Brooklyn, NY - $200,000  

• SUNY College at Farmingdale, Farmingdale, NY - $270,000  

성인 학습자들의 대학 이수율을 증대하고 학위 완료까지의 시간을 줄이는 

서비스를 통해 그들을 고교후 교육 기회에 재연결. 이 프로젝트를 위한 교부금 수령 

기관들:  

• Trinity Alliance of the Capital Region, Albany, NY - $270,941  

• Orange County Community College – SUNY, Middletown, NY - $53,630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새롭고 창의적인 기술 사용 확립. 이 

프로젝트를 위한 교부금 수령 기관들:  

• Excelsior College, Albany, NY - $449,439  

대학 진학 혁신 교부금에 대한 세부 정보는 HESC.ny.gov/CAC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 교부금을 통해 뉴욕주는 예외적 커뮤니티 기반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으로 일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을 계획하고 지원하여 졸업하기 위한 도구와 동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HESC의 사장 대행 Elsa Magee가 말했습니다. “지난 6년에 걸쳐 뉴욕주는 6회의 

교부금 총 3550만 달러를 성공적으로 신청하여 우리는 지역사회 학생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해를 통해 그 지원을 계속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원의원 Charles B. Rang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우리 지역사회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접근할 문을 열겠다는 Cuomo 지사의 불굴의 집념에 감사합니다. 대학 진학 확보는 

우리가 그들이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입니다. 하원에서 본인은 대학을 우리 

위대한 주와 나라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입법부 노력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하원의원 Louise Slaugh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소득이 그의 잠재력 또는 고등교육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이 미국 군 제대지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더욱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본인은 기쁘며, 특히 Vete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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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reach Center가 지역 재향군인들이 대학 교육에 접근하도록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009년 

하원 규칙위원회 의장으로서 본인은 9/11후 GI 법안을 하원 표결에 부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법안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들이 대학에 갈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교부금이 

하듯이 우리는 계속 군 제대자들을 뒷받침하고 접근 가능한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원의원 Eliot Eng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은 일반적으로 고교 졸업장만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지만 고등교육은 아직도 너무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먼 

꿈입니다. 이 연방 교부금은 재정 보조 절차를 거치고 대학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안내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대학을 더욱 접근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Yonkers Partners in 

Education은 이러한 타입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본인은 그들이 수령자에 

속하여 기쁩니다.” 

 

하원의원 José E. Serra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종종 불우한 배경의 유망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카운슬링 및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학업 레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학생들이 자신의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 그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 Cuomo 지사가 발표한 교부금은 Bronx 학생들을 포함해 수 천명의 뉴욕시 

학생들이 더 큰 학업 기회에 접근하고 대학을 성공적으로 졸업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원의원 Jerrold Nadl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유자격 학생들이 단순히 올라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 다닐 수 없습니다. 본인의 지역구가 CACG 교부금을 받도록 

선정되어 저소득층 뉴요커들이 성공 가도를 시작하기 위한 지원을 받게 되어 본인은 기쁩니다. 이 

교부금은 우리 지역사회와 뉴욕시 전체를 튼튼하게 합니다. 뉴욕시는 우수 학생들이 소득과 상관 

없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 수준의 교육을 열망하는 학생들은 우리 세상을 

풍부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하원의원 Carolyn B. Malon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고등교육을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취한 Cuomo 지사께 본인은 감사 드립니다. 대학 교육은 인생에서 더 나은 

기회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 절실히 필요한 교부금은 없었다면 더 높은 배움의 전당에 접근할 수 

없을 저소득층 및 위험에 처한 학생들 수 천명을 도울 것입니다. 대학 지원은 당신을 가이드할 

사람이 없으면 겁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배정 자금으로 주정부는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개선할 공정 기회를 갖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원의원 Nydia M. Velázque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학 학비는 근로 가족과 대학 교육을 

모색하는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연방 교부금이 더 많은 

뉴요커들이 재정 장벽을 극복하고 대학 학위를 취득하도록 돕는 커뮤니티 기반 기관들로 가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하원의원 Joe Crowl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저소득층 커뮤니티를 위해 대학을 더욱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존재하는 기회 갭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입니다. 상승하는 

학비가 우리 젊은이들의 고등교육 추구를 방해하고 있는 때에 이 연방 교부금은 학생들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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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재정 지원을 활용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학 입학을 적절하게 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투자는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본인은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도록 한 Cuomo 지사와 뉴욕주 고등교육공사에 감사드립니다.” 

 

하원의원 Brian Higgi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정 장벽이 학생들의 고등교육 추구 가능성을 

결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에는 미국의 최고 대학과 기술학교들이 있어서 

전세계로부터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1세대 및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기관에 지원, 

재학하고 전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받도록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원의원 Paul Tonk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적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은 특권층의 소수만 접근 가능한 곳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에게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주도 지역과 전국적으로 Excelsior College 및 Trinity Alliance 같은 교육기관은 우리 커뮤니티들을 

발전시키고 뉴요커를 경력의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는 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본인은 고등교육의 질과 접근 가능성이 전국에 잘 훈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열쇠임을 인식한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하원의원 Sean Patrick Malon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뉴요커들 각각은 본인의 교육을 

증진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SUNY Orange를 위한 이 투자는 

너무 많은 성인들의 대학교육 성취를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우리 중산층을 성장시키고 우리 

경제를 살찌웁니다.” 

 

HESC 소개소개소개소개: HESC는 주민들이 대학 학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뉴욕주의 학생 재정보조 

기관으로서, 대학에 가는 학생들에게 니즈에 근거한 보조금 및 장학금을 제공하는 전국적 

리더입니다. HESC의 핵심은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TAP), 수 많은 주 장학금, 연방 대학 접근 교부금 

및 아주 성공적인 대학 저축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들입니다. HESC(고등교육서비스회사)는 매년 

수 십만명의 뉴요커들에게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대학에 갈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또한 

학생, 가족과 카운슬러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14년에 HESC는 388,000여명의 

학생들에게 TAP(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9억8400만 달러를 포함해 9억3550만 달러의 

보조금, 장학금,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제공하여 대학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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