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투자하십시오— 

대학 교육을 위해  

저축하십시오

30 학군의 모든 유치원생은 새로운 대학 장학금 

및 저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을 위한 저축을 시작하십시오.

PS84 The Steinway School, 2017 

에서 만든 돼지 저금통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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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성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이는 비영리 단체인 NYC Kids RISE가 뉴욕시 및 NYC 교육청과 

파트너십을 맺고 세이브 포 칼리지(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귀 자녀가 대학 교육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마칠 수 있도록 고안된 장학금 및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귀하, 귀하의 가족 및 귀하의 지역사회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30 학군의 모든 유치원생은 소득 수준이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각 아동은 

NYC Kids RISE로부터 초기 기부금으로 $100의 뉴욕시 장학금 계좌를 

받습니다.

30 학군에는 Queens 지역의 Astoria, Ditmars, East Elmhurst, 

Hunter’s Point, Jackson Heights, Long Island City, Sunnyside 및 

Woodside가 포함됩니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NYC 장학금 계좌를 받기 위해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으며, 장학금 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섹션 8 바우처, 뉴욕시 주택국

(NYCHA) 또는 임대 규제 주택, SNAP 또는 메디케이드 등의 공공 

혜택을 받는 데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또한 본인의 대학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자녀의 

미래 교육을 위한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보호자, 친지 및 

친구들은 이 계좌에 직접 기부하고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와 함께 예금 

잔액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 혼자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 단체 및 사업체를 포함한 전체 

커뮤니티가 자녀들의 NYC 장학금 계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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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부모, 가정 및 

지역사회를 위한 기회

자녀가 어릴 때부터 저축하기 시작하면 

학부모, 가족 및 지역사회가 자녀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천천히 구축할 수 있습니다. NYC 

Kids RISE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이 있는 모든 학생에게 NYC 장학금 계좌를 제공하며, 

이는 가족이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각 가정에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여 자신만의 대학 저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장학금 계좌에 기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자녀의 미래를 위한 보다 폭 넓은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자녀의 대학 저축에 투자하도록 장려합니다.

4 대학 진학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주변 

지역에서 행사 및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5 교육청과 협의 하에 유치원부터 금융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이 수업 중에 금융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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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NYC Kids RISE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의 간단한 3

단계로 시작됩니다: 

 1 가족이 불참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2017년 가을, Queens의 

30 학군 공립학교에 다니는 모든 유치원생은 자동으로 $100의 

장학금 계좌를 받게 됩니다. 

NYC Kids RISE와 자녀의 학교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통해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 설명 행사 정보를 입수 하십시오.

계좌가 생성되기 전에 학부모/보호자는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침은 자녀의 학교를 통해 배포될 

것입니다.

2 1월부터 NYC Kids RISE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를 확인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를 보기 위해 로그인 하시면, NYC Kids 

RISE가 추가 금액을 계좌에 입금할 것입니다.  

앞으로 NYC Kids RISE는 자녀의 장학금 계좌에 더 많은 돈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3 또한 1월부터 워크숍에 참석하거나 nyckidsrise.org를 통해서 

대학 저축 옵션 및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적합한 대학 저축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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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Kids RISE는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에 자녀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기회와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가족이 자녀의 미래에 걸고 있는 기대와 꿈을 바탕으로, NYC 

Kids RISE는 학생의 배경이나 가족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모든 NYC 공립학교 학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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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투자하십시오— 

대학 교육을 위해 저축하십시오

방법 알아보기

nyckidsrise.org

일부 자료는 Citi Community Development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