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4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중산층 가정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최초 

엑셀시어 장학금 프로그램 제정 법안에 서명 

 

국내 최초의 이 프로그램은 연간 최대 125,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버는 가정에 대해서 

뉴욕주의 공립 대학 등록금을 무료화하며, 학자금 채무의 참담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재무적 안정성을 제공함 

 

대학 취학 연령의 자녀를 둔 뉴욕주 전역의 940,000가구(약 80%) 이상이 주지사의 

과감한 계획에 따라 SUNY 및 CUNY 대학 등록금 무료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 최대 125,000달러 소득을 올리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뉴욕주 공립 대학교 등록금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최초의 프로그램인 

엑셀시어 장학금 (Excelsior Scholarship) 제정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2018년 

회계연도 예산 (Fiscal Year 2018 Budget)의 일환으로 통과되었으며, 주지사의 2017년 

시정연설 첫 번째 제안안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SUNY 및 CUNY 학생에게 전자책을 

포함한 공개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800만 달러의 금액이 추가로 포함되어 고가의 

교과서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지사는 라과르디아 커뮤니티 컬리지(LaGuardia 

Community College)에서 Hillary Clinton 국무장관과 함께 이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 명의 중산층 뉴욕 주민들에게 대학 등록금 

무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의 희망을 회복하고, 

이 제도를 따를 미국의 나머지 주들을 위해 기회와 접근을 위한 과감한 대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이 꼭 필요함으로, 저는 

중산층 자녀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산층을 강화하며,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 미국 최초의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미국인은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공립 대학 및 대학교 등록금을 무료화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가 미국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도움을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오랫동안 교육 분야의 

개척자였습니다. 근면한 가정을 위한 대학 등록금 무료화의 다음 단계에 접어든 것은 

옳은 일이며, 또 현명한 일입니다. 캠페인 동안 이 계획을 진행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뉴욕에서 이 계획이 현실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 전역의 학생, 

가정 및 교육자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길 바라며, 더 많은 주들이 이 

전례를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엑셀시어 장학금 시행 하에서, 연간 최대 125,000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중산층 가정 및 

개인의 약 80% 또는 940,000명이 CUNY와 SUNY의 2년 및 4년제 대학 등록금 전액을 

감면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지역 
대학 취학 연령 

학생을 둔 가정의 수 
유자격 비율 

웨스턴 뉴욕 68,712 78.8% 

뉴욕시 461,499 84.3% 

롱아일랜드 112,890 55.6% 

허드슨 밸리 92,333 63% 

주도 지역 44,108 74.9% 

모호크 밸리 24,845 84.8% 

핑거 레이크스 55,747 79.2% 

노스 컨트리 18,542 84.8% 

센트럴 뉴욕 37,922 79.6% 

서던 티어 25,588 81.2% 

뉴욕주 합계: 942,186 75.7% 

신규 프로그램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2017년 가을에는 연간 최대 

100,000달러 소득 올리는 뉴욕 주민들을 위해 시행되고, 2018년에는 110,000만 달러 

소득 가정까지, 2019년에는 125,000달러 소득 가정까지 확대됩니다. 장학생은 장학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대학 정규 학생으로 등록하거나 연 평균 30학점(여름 및 1월 학기 

포함)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유동적이므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학생은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 학기에 다른 

학기보다 적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데 필요한 평균 학점을 유지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라는 뉴욕주의 가장 큰 자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학생들은 학교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연수만큼 뉴욕주에 거주하며 

근로해야 합니다. SUNY 및 CUNY 학생의 84%는 졸업 후 뉴욕주에 남습니다. 



 

이번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4억 4,800만 달러 증가한(또는 6.3% 증가한) 고등교육 총 

지원액 75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거주 유자격 대학 

졸업자에게 대학 졸업 후 첫 2년간 학자금 대출 변제를 유예해 주는 국가 주도적 대출 

변제 프로그램('Get On Your Feet' Loan Forgiveness Program)을 포함하여, 뉴욕주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대학을 만들기 위한 주지사의 공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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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2014년보다 대략 420,000개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 엑셀시어 장학금은 학생들이 

성공에 필요한 기량을 갖추게 하고, 미래에 하이테크 고임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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