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학생은 75학군 학교에 
등록하거나 Save for College 
Program(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참여 지역 학군 내에 위치한 75학군 학교 및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은 Save for College Program(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30학군에 위치한 75학군 학교 3곳이 

포함됩니다. 전체 목록을 보려면 nyckidsrise.org/

schools를 방문하십시오. 참여한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은 가족이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Save for College Program(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2 Save for College Program(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의 학생이 
대학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과 전문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을 포함한 유자격 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NYC 장학금 계좌의 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유치원을 마친 후 20년 이내에 이 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자금은 미래의 Save for College 

Program(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NYC Kids RISE에 귀속될 것입니다. 특정 학교 또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https://

fafsa.ed.gov/spa/fsc/#/SEARCH?locale=en_US를 

방문하십시오. NYC 장학금 계좌 자금은 미국 노동부에 

등록된 견습생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 https://www.apprenticeship.gov/become-

apprentice 참조).

가족은 해당 학생이 적격 교육 기관에 다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대학 저축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선택한 대학 저축 계좌 옵션의 유형에 따라 

계좌의 돈을 적격 기관에서 적격 교육비 외에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이나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yckidsrise.org/option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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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Kids RISE Save for College Program(세이프 포 칼리지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모든 NYC 공립학교 학생들이 
유치원에 입학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학 및 직업 훈련을 위한 장학금 및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Save for College 
Program(세이프 포 칼리지 프로그램)은 각 가정이 학교 및 이웃들과 함께 자신들의 삶에 가장 적합하면서 
자녀의 꿈을 가장 잘 뒷받침해줄 방법을 활용하고 이에 맞춰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유인물에는 참여하는 75학군 학교 및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학생의 가족을 포함해 NYC Kids RISE Save 
for College Program(세이프 포 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 학생의 가족과 관련된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이 포함되었습니다. Save for College Program(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아보려면 
nyckidsrise.org/questions-and-answers를 방문하거나 NYC Kids RISE에 833-543-7473번으로 문의하십시오. 

학부모/보호자를 위한 질문과 답변

장애 학생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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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의 NYC 장학금 계좌에 있는 
자금은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NYC 장학금 계좌는 현재 NY 529 Direct Plan 규정에 따라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관련 교육 기관에 

등록 및 재학 시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일부 교육기관은 특수 

요구를 지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특정 학교 또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https://fafsa.ed.gov/

spa/fsc/#/SEARCH?locale=en_US를 방문하십시오.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포함해 NY 529 

Direct Plan에 의거 이용 가능한 비용 유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NY 529에 877-NYSAVES(877-697-2837)로 

연락하거나 nysaves.org를 방문하십시오.

이 밖에도, NYC Kids RISE는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에 

있는 자금을 ABLE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ABLE(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계좌는 장애인이 장애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세제 혜택을 받는 저축 수단입니다. NYC Kids 

RISE는 향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할 것입니다.

4. 학생이 NY 529 Direct Plan에 
의거해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원래 수혜자가 귀하의 529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직계 가족 중에서 새로운 수혜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격 가구원으로는 원래 수혜자의 

형제자매, 부모, 사촌, 조카딸, 조카, 숙모, 삼촌, 조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포함됩니다.

529 플랜 계좌에서 정당한 지출을 위한 용도가 아닌 

돈을 인출하면 10%의 연방 과징금뿐만 아니라 

소득에 대해 주세와 지방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단, 

장애로 인한 인출에는 소득에 대한 연방 및 해당 주 및 

지방세가 적용되지만 10% 연방 과징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욕 주법에 따라 뉴욕주 인출 중 이에 

해당하지 않은 건은 기부금으로 발생한 모든 

뉴욕주 세제 혜택의 일부를 징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최근 연방세법 변경으로 인해 일부 상황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연방세 또는 뉴욕주 

과세 또는 과징금 없이 학생의 ABLE 계좌에 있는 

돈을 529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5. 529 ABLE 계좌란 무엇입니까? 

ABLE(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계좌는 

장애인이 장애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세제 혜택을 받는 저축 수단입니다. ABLE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mynyable.org 및 https://

www.ablenrc.org /what-is-able/what-are-able-

acounts/를 방문하십시오.

6. Save for College Program(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nyckidsrise.org를 방문하시거나, 833-543-7473

번으로 전화하거나, info@nyckidsrise.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Instagram과 Twitter에서 

@nyckidsrise를 팔로우하고 Facebook에서 NYC Kids 

RISE를 "좋아요"로 팔로우하고 YouTube에서 NYC 

Kids RISE도 구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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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Kids RISE Save for College Program(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은 비영리 단체인 NYC Kids RISE Inc.가 뉴욕시 

교육부 및 뉴욕시와 제휴하여 운영하는 장학금 및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NYC Kids RISE는 뉴욕의 529 대학 

저축 프로그램과 제휴를 맺지 않았고 공인 배급업체도 

아니며 투자를 요구하거나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시 교육청은 뉴욕의 529 대학 

저축 프로그램 및 특별 대학 저축 또는 기타 투자 수단에 

대해 어떠한 지지나 추천도 하지 않고 통제하거나 

소유하거나 프로그램 관리자와 제휴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가족이 Save for College Program(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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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큰 꿈을 향한 작은 발걸음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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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nyckidsri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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