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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4개의개의개의개의 CUNY 대학이대학이대학이대학이 NORTHEAST 지역에서지역에서지역에서지역에서 “BEST BANG FOR THE 

BUCK” 부문에서부문에서부문에서부문에서 1위로위로위로위로 인정인정인정인정 받은받은받은받은 교육교육교육교육 기관이라고기관이라고기관이라고기관이라고 발표발표발표발표 
 

5개개개개 우수우수우수우수 교육교육교육교육 기관기관기관기관 중중중중 Baruch College, Lehman College,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및및및및 Queens College가가가가 선정됨선정됨선정됨선정됨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Washington Monthly에서 보도한 Northeast 지역의 

4년제 대학 중 상위 5개의 “Best Bang for the Buck”(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교육 기관 중 

4개의 기관이 뉴욕시립대학교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은 공립 대학을 통해 합리적인 수업료에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자랑스러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이 순위는 

이곳 뉴욕에서 학위 취득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기에 이 CUNY 캠퍼스와 이 당연한 

인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잡지의 2015년도 순위에 따르면 가치적 측면에서 Northeast 소재 Baruch College가 

1위에 올랐고, 이어 CUNY의 Lehman College는 3위,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는 4위, Queens College는 5위로 뽑혔습니다. (2위는 Rutgers University-

Camden이었음) 이 잡지의 순위에 따르면 2개의 CUNY 캠퍼스를 40대 기관으로 

인정했는데, Northeast지역 내 402개 대학 중 CUNY의 Brooklyn College는 26위로, City 

College는 27위로 인정 받았습니다. 
 

석사 과정에 대하여 Washington Monthly의 100대 대학으로는 673개 대학 중 CUNY의 

City College(34위), Brooklyn College(55위), Hunter College (64위), Queens College 

(81위) 및 Lehman College (99위)가 포함됩니다. 
 

Washington Monthly에 따르면, 2015년 순위는 “경쟁력이 있는 교육기관 중 교내 전체 

시스템을 개선하는 3개의 기준을 토대로 미국 내 4년제 대학”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준은 “3개의 폭 넓은 부문에서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했는데, 여기에는: (1) 사회적 이동성(저소득층 학생의 모집 및 졸업), (2) 연구(우수 

장학금 및 박사 학위자 배출), (3) 서비스(학생들이 나라에 보답할 수 있도록 독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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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됩니다” 
 

이번 기준은 작년 CUNY 캠퍼스(Brooklyn, Queens 및 Baruch 순)를 과거 국내에서 “best 

bang for the buck”(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교육 기관으로 인정하는 순위 배정에 대하여 

잡지에서 사용했던 기준과 다릅니다. 이 잡지는 2014 설문 조사 기준을 “가난한 학생들이 

합리적인 지출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학위를 이수할 수 있게 돕는 최고의 노력”을 쏟는 

기관으로 정했습니다. 
 

2015년 “Best Bang for the Buck”(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목록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 순위는 학생 대출 부도율, 졸업률, 연방 Pell 수업료 지원 보조금을 받는 학생 수, 연간 

가족 소득이 30,000달러 미만, 30,000달러에서 75,000달러 미만, 75,000달러 이상인 

학생들에 대한 순 수업료, 학생 신청률 및 시험 점수에 대한 데이터를 고려한 것입니다. 
 

뉴욕시립대학교에뉴욕시립대학교에뉴욕시립대학교에뉴욕시립대학교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뉴욕시립대학교는 미국 주요 도시의 공립 대학입니다. 1847년 뉴욕에 설립된 이 대학은 

24개의 기관을 포함합니다: 노인 대학 11개, 커뮤니티 칼리지 7개, CUNY의 William E. 
Macaulay Honors College, CUNY Graduate School & University Center, CUNY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CUNY School of Law, CUNY 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 및 CUNY School of Public Health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대학은 274,000명의 

학위 과정을 밟는 학생들과 218,083명의 성인, 평생교육 및 전문 교육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 대학의 학업 장려 프로그램인 College Now는 CUNY 캠퍼스와 뉴욕시의 

5개 보로에 걸쳐 300개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를 통해 전문학부를, CUNY Baccalaureate Degree를 통해 개별 

학사 학위를 제공합니다. 이 대학 웹사이트(www.cuny.edu)는 거의 300만여 건의 개별 

방문 클릭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달 1,000만 페이지에 달하는 뷰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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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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