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셀시오 스칼러십 
 

엑셀시오 스칼러십(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은 전국 최초로 뉴욕 주립 대학교나 뉴욕 
시립 대학 또는 대학교에 다니는 적격 뉴욕 주민들을 위한 공립대 무상 교육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년 동안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2017년 가을 연간 소득이 최대 $100,000인 뉴욕 
주민부터 시작하여 2018년에는 $110,000로 인상되고 2019년에는 $125,000로 인상됩니다. 

 
 
SUNY 또는 CUNY 대학에 수업료 없이 다닐 수 있나요? 

예. 귀하가 2017-18학년도에 가구 조정 총 소득(2015년 연방 세금 환급 신고에 따라)이 
$100,000를 초과하지 않고 연간 30학점을 이수한 NYS 주민일 경우 SUNY 또는 CUNY 
대학에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 “NYS 주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 NYS 주민으로 인정 받으려면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기 전 연속 
12개월 동안 뉴욕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Excelsior Scholarship을 통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celsior Scholarship 수혜자는 Excelsior Scholarship에서 최대 $5,500를 받을 수 
있으나 TAP, Pell 또는 기타 장학금에서 받은 금액은 차감됩니다. 나머지 수업료 청구액은 
SUNY 또는 CUNY를 통해 지불되는 수업료 공제로 충당됩니다. 

 
가을 학기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자격을 갖춘 학생은 올 가을 SUNY 또는 CUNY 대학에서 수업료 없이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을 받습니다. 

 
장학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Excelsior Scholarship 신청은 5월 말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가구 최대 소득이 얼마여야 하나요? 

2017-18학년도의 경우 해당 연방 가구 조정 총 소득이 최대 $100,000까지 되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2018-19학년도의 경우 해당 금액은 $110,000까지 인상되며 2019-
20학년도 이후로는 가구 조정 총 소득이 최대 $125,000까지 되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립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현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정해진 시점에 학위를 이수하게 될 경우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장학금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준학사 학위를 원하는 학생은 최대 2년까지, 그리고 학사 학위를 원하는 학생은 최대 
4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5년이 필요한 학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은 
5년 동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거나 유지하기 위한 평점이 필요합니까? 
장학금 수혜자는 1년 과정에 대해 총 30학점을 이수한다고 가정할 경우 Excelsior 
Scholarship 자격을 유지하려면 합격 평점을 받아야 합니다. 

 
수혜 학생은 Excelsior Scholarship에 필요한 것과 기타 학사 기준이 있는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합니다. 

 
전학생일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대학에서 전학한 학생은 현 대학이 승인한 학점에 기초하여 정해진 시점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Excelsior Scholarship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장학생 자격을 얻으면 잃을 수도 있나요? 

일부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학생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학생 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학기당 최소 12학점을 등록해야 하며, 매년 3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준학사 학위를 이수한 경우,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대학에서 귀하가 준학사를 이수하는 데 받은 모든 학점을 인정했고 귀하가 Excelsior 
Scholarship의 기타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위를 마친 후에 충족해야 할 다른 요건이 있습니까? 

예. 귀하는 장학금을 받은 연수와 동일한 기간 동안 뉴욕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사 학위를 받는 4년 동안 Excelsior Scholarship을 받은 경우 졸업 후 4년 동안 
뉴욕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취업할 경우 뉴욕주에서 일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귀하가 받은 장학금은 대출로 전환됩니다. 

 
이미 학부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위에 대해 Excelsior Scholarship을 받을 수 
있나요? 

준학사 학위를 받은 신청자는 학사 학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단, 두 번째 준학사 또는 
두 번째 학사 학위에 대해 장학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