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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페이스북 뉴욕 사무실에서 대학 등록금 지원 코딩대회의 최종 심사와 

퍼포먼스 진행에 대해 발표 

 

올버니 뉴욕주립대학 (SUNY Albany), 프레도니아 뉴욕주립대학 (SUNY Fredonia), 

스토니브룩 대학교 (Stony Brook University) 및 퀸즈대학(Queens College)에서 

선출된 5 개 결승팀을 기술과 비즈니스 책임자들이 심사 

 

3 월 10 일 금요일, 정부 페이스북 뉴욕 사무실에서 최종 심사 

 

엑셀시어 장학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첫 주내 코딩대회 -자세한 내용은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3월 10일, 금요일에 페이스북 뉴욕 사무실에서 “대학 

등록금 지원 코딩대회(Making College Possible Coding Challenge)”의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 코딩대회”는 뉴욕주립대학교(SUNY)와 

뉴욕시립대학교(CUNY)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Cuomo 주지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뉴욕의 중산층 근로자 가족들에게 공립대학 등록금 면제를 위하여 엑셀시드 장학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모바일 앱 혹은 웹사이트를 만드는 대회입니다. 

 

최종 심사에서는 5개의 결승팀이 뉴욕의 비즈니스와 기술분야 책임자들 앞에서 그들의 

작품을 보여줍니다. 우승자를 뽑는 심사팀에는 아래의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 Neil Blumenthal, 와비파커(Warby Parker)의 CEO 겸 공동 설립자  

• Jeanne Jang, IBM 혁신 연구소(IBM Innovation Lab) 소장  

• Jeff Reynar, 페이스북 뉴욕 사무소(Facebook New York) 엔지니어부 부장  

• Judith Spitz 박사, 뉴욕 여성 과학기술과 기업가 (Women in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in New York, WiTNY) 설립 프로그램 책임자 및 전 Verizon 최고 

정보통신 책임자 (Chief Information Officer, CIO)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혁신과 창의성의 정신은 세계적 수준의 

공립대학 시스템과 이런 대회를 통하여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최종 심사에서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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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는 과학기술과 교육이 서로 맞물리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학 입학의 경제성과 접근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엑셀시어 장학금 프로그램은 수많은 뉴욕 학생들이 무료 등록금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저는 모든 경쟁자가 이 중요한 이슈를 강조하는 무대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이번 “대학 등록금 지원 코딩대회”에는 370여 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70여 개의 팀이 

참여하여 경쟁합니다. 5개의 경쟁팀이 최종 심사와 퍼포먼스를 위하여 선발되었습니다. 

이 5개 팀과 소속된 대학들로는: 

• Collegium - 올버니 뉴욕주립대학(SUNY Albany)  

• Campus Hive - 프레도니아 뉴욕주립대학(SUNY Fredonia)  

• Team Chepang - 스토니브룩대학(Stony Brook University)  

• Fast Pass - 퀸즈대학(Queens College)  

• Team Knight - 퀸즈대학(Queens College) 

페이스북 뉴욕사무소 엔지니어부 부장 Jeff Reyna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교육, 

특히는 과학기술과 엔지니어 부문에 대한 접근성은 청년들이 뉴욕,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기술 기반의 미래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페이스북은 기꺼이 '대학 등록금 지원 코딩 대회'라는 대학 등록금 지원 

캠페인을 주최하여 참가자들이 나중에 엔지어가 되고 다른 학생들이 같은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것을 지켜보렵니다.” 

 

와비파커의 CEO Neil Blumenthal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비파커는 혁신과 

과학기술이 비즈니스, 그리고 오늘의 교육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분야의 경쟁력을 

부유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습니다. SUNY와 CUNY의 학생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미래이며 그들의 창의적인 프로젝트와 코딩에 대한 열정은 뉴욕이 과학기술과 

교육적인 혁신에 있어서 성숙하여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들의 최종 

프로젝트와 이로부터 등록금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기대됩니다.” 

 

IBM 디지털 혁신 연구소 소장 Jeanne Ja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뉴욕 기술 커뮤니티와 함께 이런 훌륭한 학생들을 지원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IBM은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는 

혁신에 장기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대학 등록금 지원 코딩 대회”는 뉴욕 학생들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관하여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WiTNY 설립 프로그램 책임자 및 전 Verizon CIO Judith Spitz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분야에 더 가까운 과학기술은 모든 가능성을 여는 문과 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코넬 기술(Cornell Tech) 대학의 WiTNY 기획을 통하여 우리는 과학기술에 

대한 고등 교육과 창업자 항렬에 모든 사람 특히는 여성들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개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현재 과학기술 인력과 



리더십 분야에 불충분한 그룹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주 혹은 국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 코딩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이것의 예증이며 다양한 

그룹의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경제 혁신의 다음 세대를 여는 동력임을 보여줍니다.” 

 

수상작은 엑셀시어 스칼러십 (Excelsior Scholarship)을 홍보하는 데 사용되며 결선 

참가자들은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 시스템이 제공하는 

2,000 달러를 팀별로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 결승팀은 페이스북 사무실을 

참관하며 페이스북 엔지니어들을 만나보면서 회사와 그들의 문화에 관하여 배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참석하고자 하는 모든 언론 기자들은 Press.RSVP@exec.ny.gov로 이메일을 통해 요청 

가능한 신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소속 언론사, 기자, 촬영기자 또는 사진작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감시간은 3 월 9 일, 목요일, 오후 1 시까지입니다. 

 

팩트 알리기 (Know the Facts) – 엑셀시어 스칼러십 안내 

 

엑셀시어 스칼러십 프로그램에서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SUNY 또는 CUNY의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풀타임 과정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조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 125,000달러까지의 소득을 버는 중산층 가정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뉴욕 전역의 가구 중 80%가 125,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갖추게 될 대학 취학 연령의 자녀를 둔 가구는 

940,000가구로 추산됩니다. 

 

새로운 계획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2017년 가을에는 연간 최대 

100,000달러까지의 소득을 버는 뉴욕 주민들에 대해서 시행되고, 2018년에는 

110,000만 달러로 상향되며, 2019년에는 125,000달러까지 확대됩니다. 

 

엑셀시어 스칼러십 프로그램은 뉴욕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며, 이 목표는 SUNY 및 CUNY와 

협력함으로써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충족됩니다. 

 

주지사의 프로그램은 뉴욕의 사립 대학교들을 불공정하게 처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는 2011년 이래 사립 학교들에 2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으며, 현재도 사립 학교에 

다니는 약 90,00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립 대학교들에 대한 

뉴욕주의 투자액은 텍사스를 제외한 기타 어느 주들보다 많습니다. 

 

더욱이, 뉴욕의 사립대학 등록금은 공립대학보다 훨씬 더 비싸서, 뉴욕의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간 34,000달러이며, 이에 비해 SUNY 및 CUNY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대략 6,400달러,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에는 대략 4,300달러입니다. 

 

대학 등록 학생 추정치에 기초할 때, 이 계획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연간 약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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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비용 추정치가 낮기는 

하지만, 그것은 등록금 비용의 “마지막 구간(last mile)”을 좁히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들과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시행 중인 뉴욕주의 탄탄한 

10억 달러 규모의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방 보조금을 결합한 다음, 나머지 부족액을 

모두 메웁니다. 

 

아울러, 주지사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제때 졸업하도록 장려하고, 대학을 풀타임으로 

다니며, 2년제 준학사 학위 또는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으면서 졸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뉴욕의 공립대학 졸업률은 국내의 다른 대학들과 유사하게 매우 

낮아서, 뉴욕의 4년제 대학생 중 61%, 그리고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생 중 91%가 

그 학위를 제때 이수하지 않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러십은 이를 변화시키고,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자금 채무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시간과 돈을 절감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학생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정지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시 

정지(stepping out)” 규정을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24년까지, 뉴욕주에서 350만 개의 일자리가 준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2014년보다 대략 420,000개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너무도 많은 

가정들이 대학 등록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러십은 대학 등록금을 

무료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량을 갖추게 해주고, 그들이 

미래에 하이테크의 보수가 높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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