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엑셀시어 장학금 신청 개시 

 

학생들의 무료 대학 등록금 신청은 여기 

  

연 소득이 125,000 달러 이하의 가족에 SUNY 및 CUNY 등록금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무료 등록금 프로그램  

  

모든 학생들에게 도입하였을 때 940,000 가구 이상의 중산층 가족들이 프로그램에 적합 - 

지역별 인원수는 여기서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신청을 지금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 소득이 100,000달러 이하 되는 가정의 SUNY 및 

CUNY 학생들은 무료 대학 등록금 신청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적용했을 때 엑셀시어 장학금은 기타 지원과 더불어서 52%의 풀타임 학생들이 SUNY 

또는 CUNY의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에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엑셀시어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학 교육의 꿈과 더 나은 삶이 모든 뉴욕 시민에게 다가섰습니다. 대학 학위는 현대 경제 

사회에서의 성공에 꼭 필요한 요소로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통행권이며 뉴욕이 글로벌 경제와 경쟁하는 데 필요한 더 강하고 지능적인 인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반드시 뉴욕주 주민이며 SUNY 또는 CUNY의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과정에 

들어갈 예정이고 매년 30학점(여름과 겨울 학기 포함)을 따서 2년제의 준학사 학위 혹은 

4년제의 학사 학위를 예정한 졸업 시기에 마쳐야 엑셀시어 장학금 자격에 부합됩니다. 

장학금 수혜자는 이 기간에 반드시 뉴욕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 소득이 125,000달러 이하의 940,000가구 또는 

80%에 육박하는 중산층 가족과 개인들이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 무료 등록금으로 

대학을 마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학생 분포 현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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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고등교육 서비스 코퍼레이션(New York State 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 HESC)의 대리 회장 Guillermo Linare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우선시하는 주에 더 지능적이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들과 더 많은 경제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엑셀시어 장학금은 우리 학생들, 우리 

고품질 공립대학 시스템과 우리주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해당하는 연방 학자금지원(Federal Student Aid) 

프로그램 무료 신청과 NYS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NYS Tuition Assistance Program)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엑셀시어 장학금 신청은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서 작성합니다. 

hesc.ny.gov/excelsior. 

 

신청서는 7월 21일 금요일까지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esc.ny.gov. 

 

뉴욕주 고등교육 서비스 코페레이션 소개 

  

HESC는 뉴욕주의 학자금 지원기관으로서 대학생들에게 수요에 기초한 보조금과 

장학금을 제공하며 전국의 선두에 있는 기관입니다. HESC의 핵심 프로그램은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Tuition Assistance Program, TAP), 다양한 주 장학금 제도, 연방 대학입학 

보조금 및 상당한 성공을 거둔 대학 등록금 절약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HESC(고등교육서비스 코퍼레이션)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학생 및 가족에게 설명하고 

상담을 통해 매년 수 십만 명의 뉴요시민에게 대학에 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5~16년도에 HESC는 TAP를 통해 제공된 9억 5,600만 달러를 포함하여 

10억 3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보조금, 장학금,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제공하여 

373,000명 이상의 학생의 대학 꿈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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