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세이 예스 버펄로’ 장학 기금(‘SAY YES BUFFALO’ SCHOLARSHIP 

FUND)으로 1,000만 달러 지원 공약 발표 

 

버펄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제 2단계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II) 프로그램에서 

대학 수업 비용을 지원하기로 합의 

 

도서, 수수료, 기타 비수업료 지출을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으로 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버펄로 학생들의 대학 입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와 세이 예스 버펄로 장학 기금(Say Yes Buffalo Scholarship Fund)이 1,0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로 세이 예스 버펄로(Say Yes 

Buffalo) 기금과 뉴욕의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은 세이 예스 

버펄로(Say Yes Buffalo) 기금 장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서, 수수료, 기타 비 수업료 

비용을 제공하게 됩니다. 합의의 결과로 세이 예스(Say Yes) 기금은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모든 버펄로 학생들을 위해 주립 대학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에게 재정 장벽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버펄로 소재 맥킨리 고등학교(McKinley High School)에서 오늘 발표를 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과 세이 예스 버펄로(Say Yes Buffalo) 기금은 

버펄로 시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을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이 예스 버펄로(Say Yes Buffalo) 프로그램과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는 버펄로와 뉴욕 전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성공의 새로운 문과 

길을 열고 있습니다. 제 2단계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II) 프로그램을 통한 세이 

예스(Say Yes)의 기금은 우리 지역 인력의 미래에 투자하고, 버펄로와 웨스턴 뉴욕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학생들이 잡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우리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2단계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II) 프로그램 

 

뉴욕주에서 세이 예스 버펄로(Say Yes Buffalo) 기금에 이르기까지, 1,0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공약은 해당 지역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더 잘 준비하기 위한 

활동인 제 2단계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II)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2017년 

1월에 발표된 제 2단계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Phase II) 프로그램은 제 1단계 

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여, 이 지역 경제 혁신을 인접 지역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세이 예스 버펄로(Say Yes Buffalo) 기금은 버펄로 공립학교(Buffalo Public School) 학생 

전 세대를 위해 전례없는 교육 기회를 계속 제공하게 될 교육 기반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에 설립된 세이 예스(Say Yes) 기금은 학위 또는 수료증을 받기 

위해 파트너 단과 대학이나 종합 대학교에 다닐 때 필요한 수업료를 버펄로 

공립학교(Buffalo Public Schools) 졸업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장려합니다. 세이 

예스(Say Yes) 기금은 또한 교육적 성공에 대단히 중요한 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원 봉사자 멘토, 지역 기부자, 인턴십 제공기관 등과 공조하는 세이 

예스(Say Yes) 기금은 획기적인 협업 모델입니다. 이는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졸업률과 

고등교육 기관 입학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성공적인 기금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소개 

 

Cuomo 주지사는 연 수입이 최고 11만 달러 이하 가정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학생들이 이제 무료 등록금 대학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다른 지원 프로그램들과 결합한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이 되는 정규 학생들이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등록금이 무료인 2 년제 또는 4 년제 대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학생은 반드시 뉴욕주 주민이며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또는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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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sior Scholarship) 자격에 부합됩니다. 2018-19 

학년도에는 연방 정부의 조정 후 총 가계 수입이 최고 110,000 달러 이하인 경우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2019-20 학년도 이후에는 총 수입 최고 125,000 달러의 

뉴욕주 가정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는 이 기간에 반드시 

뉴욕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제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난 덕분에,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뉴욕주 전체 정규 학생의 약 53 퍼센인 

21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등록금이 무료인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세이 예스 버펄로(Say Yes Buffalo) 기금의 David Rust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셀시어(Excelsior) 및 세이 예스 버펄로(Say Yes Buffalo)와 관련한 뉴욕주와의 우리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우리는 업무를 시작한 이후, 일부 학생들이 고등 

교육 기관의 학위를 얻는 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 

보조금(Opportunity Grant)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오랜 기간 그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를 단행해 주신 뉴욕주에 감사드립니다.” 

 

Tim Kenned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세이 

예스(Say Yes) 기금은 모든 중요한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이 프로그램의 사명과 영향을 믿기 때문에 이 혁신적이고 중요한 

프로그램을 자랑스럽게 후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기금이 수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이 예스(Say Yes) 기금에 대한 모든 지원은 미래의 인재를 지원하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Crystal D.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이 예스(Say Yes) 

기금은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가진 대학 진학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는, 버펄로 공립학교(Buffalo Public School) 학생들을 위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1,000만 달러의 추가 기금이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가져다 줄 가치와 

희망, 기회 등을 이해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의원 대표단의 제 동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Sean Ry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이 예스(Say Yes) 기금이 처음 

도입된 이후, 버펄로는 학생들이 더욱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을 한 후 졸업 후에 인생을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그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지사님이 이 프로그램에 기부해 주신 덕분에 버펄로 학생들은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버펄로 시의 Byron W. Brow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이 예스(Say Yes) 

프로그램의 초기 후원자인 버펄로 시는 곧 다가올 예산 연도에 50만 달러를 제공하는 이 

대단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23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버펄로 장학 기금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오늘의 발표는 지역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뉴스입니다. 버펄로 학생 수천 

명에게 도움이 될 세이 예스(Say Yes) 기금에 대한 상호 호혜적인 자금 지원 솔루션을 

제공해 주신 Andrew Cuomo 주지사님, Kathy Hochul 부주지사님, 웨스턴 뉴욕 의원 

대표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이 예스 버펄로(Say Yes Buffalo) 파트너십 소개 

 

2012년에 출범한 세이 예스 버펄로(Say Yes Buffalo) 파트너십은 도시의 공립 학교 

시스템을 보강하고,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기관의 졸업률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지역사회의 공조입니다. 버펄로 공립 교육청(Buffalo Public School District), 버펄로 시, 



 

 

이리 카운티, 버펄로 교사 연맹(Buffalo Teachers Federation), 지구 학부모 

협의회(District Parent Coordinating Council), 약 100 곳이 넘는 기금 제공 단체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로 구성된 이 기금은 웨스턴 뉴욕 주민 개인, 가정, 기업, 단체, 교육을 

위한 세이 예스(Say Yes to Education) 단체 등의 협력과 배려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www.SayYesBuffalo.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위한 세이 예스(Say Yes to Education) 기금 소개 

 

1987년에 설립된 교육을 위한 세이 예스(Say Yes to Education) 단체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뿐만 아니라 대학 또는 기타 고등 교육 기관 입학을 

준비하고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표를 위해 주변의 지역사회들과 협력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세이 예스(Say Yes)의 

핵심은 가정 및 지역사회를 위한 뉴욕주 내 공립 교육 기관 또는 어느 곳이든 세이 예스 

국립 고등 교육 협정(Say Yes National Higher Education Compact)을 준수하는 100 곳이 

넘는 사립 대학 및 종합 대학교 중 한 곳에 입학할 수 있는 대학 장학금이라는 강력한 

인센티브입니다. 세이 예스(Say Yes)와 그 파트너들은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학업 

성취의 길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1) 개인 교습: 

방과 후 및 여름 프로그램, (2) 의료 서비스: 상담 및 법률 지원. 세이 예스(Say Yes)는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모든 지역 이해 관계자인 (1) 도시 및 카운티 정부부, (2) 

교육청, (3) 학부모, (4) 교사, (5) 기업, (6) 노동조합, (7) 자선 단체 및 신앙 기반 단체, (8) 

단과 대학 및 종합 대학교 등을 고등 교육 기관 입학 및 성공을 향상시키는 도구를 

이용하는 연합체를 연계시킵니다. 그러한 시스템과 구조는 지역별 세이 예스(Say Yes) 

파트너십의 업무를 주도적인 전환과 예측할 수 있는 리더십의 전환 및 역사적으로 

뉴욕주 및 지역 출처의 예측할 수 없는 자금 지원을 통해 확장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단체의 지원 서비스는 유아원부터 12 학년까지 약 14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시러큐스(2008년에 시작된 시범 프로그램)와 버펄로(2012년) 

더불어 노스 캐롤라이나(2015년)의 길포드 카운티(그린소보로-하이 포인트)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지부들이 대부분 위치해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지부에 대한 물색을 

이미 시작한 세이 예스(Say Yes)는 뉴욕시의 할렘과 필라델피아에 소규모 지부들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www.SayYestoEducation.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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