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과 
미래 학자금 지원에 미치는 영향 

학자금 지원의 목적은 가정의 "재정적 요구 "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 연방 정부에서 가정의 재정적 요구를 판단한 
후에 대학들이 다음을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 

•	 보조금(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돈 ) 
•	 융자금(학생 또는 가족이 대출하여 보통은 상환해야 하는 돈 ) 
•	 근로장학금(교내 근로 ) 및 
•	 장학금(학생의 학업 성취 및 재정적 요구에 기초하여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돈 )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이 가까워지면 미국 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 웹사이트 www.ed.gov 를 
방문하여 학자금 지원 기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 그 시점이 되면 , 자녀가 진학할 관심을 가지고 
있는 2년제, 4년제 대학 , 직업학교 및 실업학교의 웹사이트도 방문해야 합니다 . 

NYC 장학금 계좌 
NYC 장학금 계좌 (NYC Scholarship Accounts) 는 NYC Kids RISE 가 소유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장학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학자금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NYC 
Kids RISE는 계좌의 돈을 쓰는 경우 장학금 계좌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 
영향에 관해 미래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세한 내용 문의는 NYC Kids RISE 핫라인, 
(833) KID-RISE로 연락하거나 nyckidsrise.org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학비 저축 계좌 
귀하 자신의 대학 학자금 저축 계좌에 돈을 저금하시는 경우 , 이 돈은 자녀의 학자금 지원 패키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것은 귀하가 선택하는 계좌 옵션 , 가족의 소득 금액 , 해당 시점의 학자금 지원 
규정 및 기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학 학비를 저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학비 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Save for College Program) 을 이용하면 두 가지 대학 저축 계좌 옵션 중 하나를 개설하여 
자녀의 장학금 계좌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이 문서에는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여 각각의 대학 학자금 저축 옵션에 
예금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 학자금 지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대학 학자금 저축 옵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nyckidsrise.org/options 를 방문하여 확인해주십시오 . 

다음 페이지에 담긴 정보는 자녀가 대학에 지원할 때 자녀의 미래 학자금 지원 이용 자격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표는 자녀의 학자금 지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여줍니다 . 
이것은 현재의 주 및 연방 학자금 지원 규정을 기초로 한 것이며 ,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시점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nyckidsrise.org | 833-543-7473 1 

tel:18335437473
http://nyckidsrise.org
http://nyckidsrise.org/options
http://nyckidsrise.org
tel:18335437473
https://nyckidsrise.org/
http://www.ed.gov


           
 

                
                  

  
                

                  
  

         
     

             
           

                    
  

  
    
      

 

      
      
  

   

 

  
      
    
 

   
      
    
 

   

 

      
 

    
    

     
 

  
     

   
 

     
   

     
      

 

      
    

     
     

     

      
 

    
     

     

      
   

     
     

     

     
   

 

    
     

   
      
    

    
     

   
      
    

계좌 소유자가 누구인가 
현행 규정에 따르면 529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이 학자금 지원에 
영향을 줍니까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 저축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이 학자금 
지원에 영향을 줍니까 ? 

자녀의 양육권이 있는 부모 /보호자1 

(가족의 연소득이 $50,000 미만) 

아니요 - http://finaid.org 를 방문하여 
연방의 학자금 지원에 대해 부모의 어떤 
소득과 자산이 보고되는지의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 

아니요 - http://finaid.org 를 방문하여 
연방의 학자금 지원에 대해 부모의 어떤 
소득과 자산이 보고되는지의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 

자녀의 양육권이 있는 부모 /보호자 

(가족의 연소득이 $50,000 초과) 

예,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 

•	 연방의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 현재는 
부모/보호자의 예금 및 투자의 일부 
(5.64%) 가 대학 학자금에 대한 가족 
분담금으로 계산됩니다 . 

•	 뉴욕 법에서는 , New York 529 Plan 계좌의 
저축은 주내 학교에 다니는 뉴욕주 
주민에게는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 
(Tuition Assistance Program, "TAP") 과 
같은 뉴욕주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판정에 참작되지 않습니다 . 

•	 뉴욕주 밖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 지원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	 학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개별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NYC Kids RISE 는 자녀가 대학 진학 
시기에 가까워지면 학자금 지원 영향에 
관한 더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예,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 

•	 연방의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 현재는 
부모의 예금 및 투자의 일부 (5.64%) 가 
대학 학자금에 대한 가족 분담금으로 
계산됩니다. 

•	 학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개별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NYC Kids RISE 는 자녀가 대학 진학 
시기에 가까워지면 학자금 지원 영향에 
관한 더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조부모 또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같이, 자녀의 양육권자 부모 /보호자 
외의 사람 

아니요 -이 계좌의 예금은 계좌를 
보유하는 동안 학자금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자녀의 고등교육비 
지불을 위해 예금을 인출할 때 학자금 

2지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니요 -이 계좌의 예금은 계좌를 
보유하는 동안 학자금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자녀의 고등교육비 
지불을 위해 예금을 인출할 때 학자금 

3지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NYC Kids RISE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은 뉴욕주 교육부 (NYC Department of Education) 및 뉴욕시와 협력하여 비영리 
기구인 NYC Kids RISE Inc. 가 관리하는 장학금 및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 NYC Kids RISE 는 New York’s 529 College Savings 
Program 과 제휴를 했거나 허가된 판매업자가 아니므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뉴욕시와 뉴욕주 
교육부는 NY 529 Program Manager 에 대해 보증 또는 추천을 하지 않으며 , 지배, 소유 또는 제휴 관계가 아니고 , 가족들이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대학 학자금 저축 또는 다른 투자 수단에 대해 보증이나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 

1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ssistance, FAFSA) 의 양육 보호자 정의는 
https://studentaid.ed.gov/sa/resources/fafsa-parent-text 에서 확인하십시오 . 
2 자녀의 양육 보호자 외의 다른 사람이 소유한 NY 529 Direct Plan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해당 계좌와 관련된 수혜자를 위한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 인출한 금액은 향후 학자금 지원 신청 시에 불로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 이는 자녀의 학자금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3 자녀의 양육 보호자 외의 다른 사람이 소유한 NY 529 Direct Plan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해당 계좌와 관련된 수혜자를 위한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 인출한 금액은 향후 학자금 지원 신청 시에 불로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 이는 자녀의 학자금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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