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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엑셀시어 장학금 프로그램(EXCELSIOR SCHOLARSHIP
PROGRAM)의 결과로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4 년제 대학들과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학교들에 대한 지원이 10 퍼센트 증가했다고 발표

뉴욕 주립 대학교(SUNY) 4 년제 학교들에 대한 신입생 지원자 9 퍼센트 증가,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신입생 지원자 11 퍼센트 증가
두 시스템 모두 학기당 15 학점을 받는 신입생 대폭 증가 - 뉴욕 주립 대학교(SUNY) 11
퍼센트 증가, 뉴욕 시립 대학교(CUNY) 39 퍼센트 증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엑셀시어 장학생(Excelsior Scholar)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공립 단과 대학과 종합 대학교에서 수업료를
내지 않는 미국 최초의 프로그램인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의 결과로 10
퍼센트 증가한, 뉴욕주 전 지역의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의 4 년제 대학들과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의
학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 학교들은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지원 서비스 센터(Application Services Center)를 통해 지원을 받은
신입생 지원자가 한 해에 9 퍼센트 증가했으며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교들의
신입생 지원자는 11 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은 고등
교육과 더 밝은 경제적 미래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이러한 증가는
학생들이 전례가 없는 이 기회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입증합니다. 뉴욕 주민들이
양질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도움으로써, 우리는 다음 세대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리더들뿐만 아니라 고도로 숙련된 미래 인력을 양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지원

2017 년 12 월 22 일까지, 뉴욕 주립 대학교(SUNY)는 대학 시스템의 주립 캠퍼스를 위한
일차 과정 센터인 뉴욕 주립 대학교 지원 서비스 센터(SUNY Application Services
Center)를 통해 2018 년 가을 학기에 지원하는 9 퍼센트 증가한 고유 지원자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커뮤니티 칼리지 30 곳 또한 2 퍼센트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17 년 가을, 66,770 명의 정규 신입생이 뉴욕 주립
대학교(SUNY)에 등록했으며 그 중 61.8 퍼센트에 해당하는 41,282 명이 15 학점 이상을
수강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6 년 가을 학기에 15 학점 이상 수강한 정규 신입생 37,270
명에서 약 11 퍼센트 증가한 학생 수입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지원
2018 년 가을 학기에 뉴욕 시립 대학교(CUNY)에 지원한 신입생 지원은 한 해에 50,546
건으로 2017 년 12 월 24 일 기준으로 11 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는
2015 년에서 2016 년 12 월까지 지원한 이전 기록보다 9 퍼센트 늘어난 수치이며, 이어
2017 년 가을 학기에 등록한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신입생 수는 38,372 명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이번 가을, 뉴욕 시립 대학교(CUNY)는 첫 학기에 15
학점 이상 수강하는 정규 신입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39 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Kristina M. Johnson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이 도입된 이후, 더 많은 중산층 가정의 뉴욕
주민들이 수업료를 내지 않고 양질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2 년차에 진입하면서 뉴욕 주립 대학교(SUNY)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를 대폭 늘리고 대학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을 옮겼습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James B. Milliken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뉴욕 시립 대학교(CUNY)가 제공하는 엄청난 기회와 가치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님의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으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수업료가 면제되어 지원, 등록, 학점 수강 등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소개
2018-19 학년도에 가정 소득이 최고 11 만 달러인 뉴욕 주민은 현재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19-20 학년도에는 소득 기준이
125,000 달러로 늘어납니다. 학생들에게는 여름 학기와 겨울 학기에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유연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학생은 대학의 정규 학생으로 반드시 등록하여 1 년에
30 학점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한 뉴욕 주민은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 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모든 수혜자는
일년에 30 학점을 수강한다는 보장 하에 한 한기에 다른 학기보다 적은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시어(Excelsior) 프로그램으로 대학 수업료를 면제받는 학생 23,000 명이

추가됨에 따라, 뉴욕은 정규 뉴욕 학생 중 53 퍼센트 또는 21 만 명의 대학 수업료가
무료입니다.
학생들은 학과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데 필요한 평균 학점을 유지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라는 뉴욕주의 가장 큰 자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학생들은 학교 졸업 후 엑셀시어 장학금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해 수만큼 뉴욕주에
거주하며 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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