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nyckidsrise.org/ 
start-saving을  
방문하십시오.

본인의 대학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에 연결하면 세이브 포 칼리지(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을 통해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위한 저축은 가족의 전반적인 재정 계획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부분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대학을 위한 저축 
금액은 모든 가족마다 다릅니다. 좋은 소식은 일찍 저축을 시작할 경우 어떠한 금액도 너무 많거나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 저축을 시작하면 현재 유치원생인 귀하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연결된 대학 저축 계좌에 최소 $5를 입금하면 NYC Kids RISE가 자녀의 장학금 
계좌에 $25를 추가로 입금할 것입니다. 

이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함께 저축하는 장기 파트너쉽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요 단계 #3:
연결된 대학 저축 계좌로 첫 
입금을 하십시오.

대학의 큰 꿈을 향한 
작은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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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목표를 세우십시오.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얼마를 저축할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출 및 저축 
우선순위에 따라 매주 또는 매달 얼마나 여윳돈을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여기에는 집세, 식료품비, 
의료비, 교통비, 융자 상환 또는 은퇴에 대비한 저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주 또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따로 챙겨두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귀하의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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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예금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정기 저축 예금을 납부할 예정입니까? 고용주, 대학 저축 계좌 유형 및 사용 가능한 기술에 따라 몇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옵션:

온라인 예금: 온라인에서 매달, 매주 또는 급여 기간마다 매번 귀하의 은행 계좌에서 대학 저축 계좌로 돈을 
이체하십시오.
급여 공제: 급여를 받을 때마다 매번 자동으로 일정 금액을 인출해서 대학 저축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는지 
고용주에게 문의하십시오.
은행 계좌에서 자동 이체: 매달, 매주 또는 지불 기간마다 매번 귀하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해서 대학 저축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지 은행에 문의하십시오.
수표를 끊어 우송하거나 직접 입금: 매월, 매주 또는 지불 기간마다 매번 수표를 끊어 대학 저축 계좌로 우송하거나 
직접 입금하십시오. (직접 입금은 은행에서 개설한 대학 저축 계좌만 가능합니다.)
직접 현금 입금: 현금을 인출하여 대학 저축 계좌에 직접 입금하십시오. (직접 현금 입금은 은행에서 개설한 대학 
저축 계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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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소액의 정기 예금으로 시작하면 귀하가 가진 큰 이점 중 하나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대학 저축 계좌에 예금을 입금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nyckidsrise.org/start-saving을 방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nyckidsrise.org/start-saving을 방문하십시오.

저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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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가족에게 대학 진학을 위한 저축이 최우선 순위라고 말해 
주십시오.

혼자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저축을 돕고자 하는 조부모, 숙모, 삼촌, 사촌, 대부모 또는 친구가 있다면 자녀의 
대학 저축 계좌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생일이나 휴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예금할 수 있습니다.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친구와 가족이 격려하고 조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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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금융 상담원의 무료 상담을 받으십시오.

저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일대일 지원을 받으려면 뉴욕시 금융 지원 센터에서 무료 기밀 금융 상담에 
가입하십시오. 예약을 하려면 311로 전화하거나 nyc.gov/dca를 방문하십시오. 

뉴욕시 전역에 20곳이 넘는 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래 30학군과 가장 가까운 세 곳이 나열되어 있습니다(운영 
날짜와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북부 지역

•  38-85 13th Street, Long Island City, NY 11101
•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오전 11시–오후 7시) 이용 가능

•  언어: 영어, 스페인어

Make the Road NY 금융 클리닉

•  92-10 Roosevelt Avenue, Jackson Heights, NY 11372 
•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오전 10시–오후 6시) 이용 가능

•  언어: 영어, 스페인어

이웃 주택 서비스의 이웃 신용 금융 파트너, 북부 Queens
•  60-20 Woodside Avenue, 2nd Floor, Woodside, NY 11377 
•  월요일, 수요일(오전 9시–오후 6시) 이용 가능

•  언어: 영어,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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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Kids RISE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 은 모든 뉴욕 공립학교 학생들이 가족의 
소득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더욱 쉽게 대학에 접근하고 입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학금 및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NYC Kids RISE는 뉴욕시 교육청 및 
뉴욕시와 제휴하여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자녀에게 투자하십시오 - 대학 
교육을 위해 저축하십시오

방법 알아보기

nyckidsrise.org
833-KID-RISE (833-543-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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