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의 큰 꿈을 향한 
작은 발걸음 

Save for College Program(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 및 공공 혜택 

NYC 장학금 계좌 
NYC 장학금 계좌는 NYC Kids RISE 가 소유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 NYC 장학금 계좌에 있는 돈은 기존 
공공 혜택이나 향후 공공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NYC Kids RISE 는 학생의 NYC 장학금 
계좌 사용이 대학 진학 시 공공 혜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앞으로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NYC Kids RISE 핫라인 833-KID-RISE(833-543-7473)로 연락하거나 
nyckidsrise.org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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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는 해당 계좌의 개설 및 저축이 공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예금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대학 진학 시 자녀가 받게 될 공공 혜택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 

NYC Kids RISE 는 투자에 대해 자문하거나 특정 학비 저축 계좌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 모든 가정의 
재정상황은 상이하므로 저축하거나 투자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 

Save for College Program(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 )이 제공하는 대학 학비 저축 
옵션을 자세히 살펴보려면 nyckidsrise.org/options 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 

nyckidsrise.org | 833-543-747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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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래 내용을 읽고 대학 학비 저축 계좌가 귀하의 가족이 받게 될 공공 혜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에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 수입 한도액 금액 및 기타 규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혜택의 수입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혜택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YC 장학금 계좌 또는 본인의 대학 학비 저축 계좌의 본인 명의의 대학 학비 저축 계좌를 보유하거나 
계좌 보유 및 저축은 다음과 같은 혜택에 어떠한 영향도 저축하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미치지 않습니다 . 같습니다. 

•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보충 지원 • 뉴욕시 주택공사 (New York City Housing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Authority, NYCHA) 주택 정책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 NYCHA 의 섹션 8 프로그램 

•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점심 • 저소득층 주택 지원 프로그램 (뉴욕시 
• Medicare 및 Medicare Savings Plus 주택보존개발부 또는 주택개발공사에서 
• 사회 보장 장애 보험 (Social Security Disability 지원하는 주택 ) 

Insurance, SSDI) • Medicaid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Low Income Home • 긴급 LIHEAP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 공공 지원 (빈곤가구 한시 지원 /TANF, 현금 
•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Children’s Health Insurance 지원,복지, 가정 지원 또는 안전망 지원 ) 

Program, CHIP) • 푸드 스탬프 /SNAP 

현재 받고 있지 않은 혜택 중 어떤 헤택에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 
웹사이트 https://access/nyc.gov 를 방문하세요 . 

PubBen_KO 
2021 년 10월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는 향후 혜택을 신청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읽고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nyckidsrise.org | 833-543-747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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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혜택 529 계좌의 저축이 이 혜택에 
영향을 미칩니까 ? 

은행 저축 계좌의 저축액이 
이 혜택에 영향을 미칩니까 ? 

혜택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합니까 ? 

WIC(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아니요 - WIC 자격 결정에 
대한 수입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 WIC 자격 결정에 
대한 수입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문의를 위한 핫라인 번호 
800-522-5006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점심 

아니요 아니요 모든 뉴욕 공립학교 학생의 
점심은 무료입니다 . 

Medicare 및 Medicare 
저축 플랜 

아니요 - Medicare 는 자산 
조사가 필요한 혜택이 
아니므로 수입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아니요 - Medicare 는 자산 
조사가 필요한 혜택이 
아니므로 수입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문의를 위한 핫라인 번호 
718-557-1399 

SSDI/ 장애 
(사회 보장 장애 보험 ) 

아니요 - SSDI 는 자산 조사가 
필요한 혜택이 아니므로 
수입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 SSDI 는 자산 조사가 
필요한 혜택이 아니므로 
수입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역 기관 문의를 위한 
전국 핫라인 번호 
800-772-1213 

LIHEAP(저소득층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 

아니요 - LIHEAP 자격 결정에 
대한 수입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 LIHEAP 자격 결정에 
대한 수입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EAP 문의처 
번호 800-692-0557 또는 
212-331-3126 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난방비 지불이 어렵거나 
자택에서 나갈 수 없어 
HEAP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212-331-31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 저소득층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LIHEAP) 

가능성 있음 -해당 계좌의 
저축액은 수입으로 간주되어 
이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긴급 LIHEAP를 받을 수 
있는 수입은 최대 $2,000 
이나 6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최대 $3,000 까지 
가능합니다. 

가능성 있음 -해당 계좌의 
저축액은 수입으로 간주되어 
이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긴급 LIHEAP를 받을 수 
있는 수입은 최대 $2,000 
이나 6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최대 $3,000 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EAP 문의처 
번호 800-692-0557 또는 
212-331-3126 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난방비 지불이 어렵거나 
자택에서 나갈 수 없어 
HEAP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212-331-31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뉴욕시 주택공사 (NYCHA) 
주택 정책 

아니요 - 529 계좌의 저축 
총액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NYCHA 는 529 계좌의 자진 
신고 이자를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가능성 있음 -계좌의 저축 
총액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NYCHA 는 기존 저축 
계좌의 자진 신고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NYCHA 의 고객 문의 센터 
718-707-7771 

nyckidsrise.org | 833-543-747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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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529 계좌의 저축이 이 혜택에 
영향을 미칩니까 ? 

은행 저축 계좌의 저축액이 
이 혜택에 영향을 미칩니까 ? 

혜택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합니까 ? 

뉴욕시 주택공사 (NYCHA) 의 
섹션 8 프로그램 

아니요 - 529 계좌의 저축 
총액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NYCHA 는 529 계좌의 자진 
신고 이자를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가능성 있음 -계좌의 저축 
총액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NYCHA 는 기존 저축 
계좌의 자진 신고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NYCHA 의 고객 문의 센터 
718-707-7771 

저소득층 주택 지원 프로그램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 
또는 주택개발공사에서 
지원하는 주택 ) 

가능성 있음 - 529 계좌의 
예금 잔고는 자산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529 
계좌의 저축액은 자산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은행 계좌의 저축액은 
포함됩니다.) 

단, 529 계좌의 이자는 소득 
계산에 반영됩니다 . 자산 
총액¹이 $5,000 미만인 
경우 이에 대한 이자는 소득 
계산 시 포함됩니다 . 자산 
총액이 $5,000 이상인 경우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자산의 
0.06% 중 더 큰 금액이 소득 
계산 시 포함됩니다 . 

가능성 있음 -은행 계좌의 
저축액이 저소득층 주택 
지원 프로그램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저축 계좌의 
총 금액은 관련 자산 한도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일반적인 자산 한도액은 
총 연간 가계 소득과 
같습니다. 또한 자산 총액이 
$5,000 미만인 경우 이에 
대한 이자는 소득 계산 시 
포함됩니다. 자산 총액이 
$5,000 이상인 경우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자산의 
0.06% 중 더 큰 금액이 소득 
계산 시 포함됩니다 . 

NYC 주택 정책 문의처 
212-863-7990 

뉴욕시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및 Child 
Health Plus(CHPlus) 

아니요 - CHPlus 자격 결정에 
대한 수입 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 CHPlus 자격 결정에 
대한 수입 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Child Health Plus 문의처: 
800-698-4543 
877-898-5849 TTY 

Medicaid 가능성 있음 -아동, 부양 
자녀가 있는 부모 또는 
임산부(MAGI 그룹)에게는 
Medicaid 관련 수입 한도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각장애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비 MAGI 그룹) 
노인에게는 수입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비 MAGI 
그룹 중 특정 대상은 수입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예: 21 
세 미만 ADC 대상자). 해당 
수입 심사는 자격 및 가구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가능성 있음 -부모 및 
임산부에게는 Medicaid 
수입 한도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수입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관찰 기간 (Medicaid 신청 
전 5년) 동안 인출하는 경우 
Medicaid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Medicaid 자격을 
얻기 전에 이 계좌의 수입 
한도 초과액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중 HRA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Medicaid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Medicaid 문의처 
888-692-6116 

NYS Health Exchange 
고객의 경우 : 
뉴욕주 보건부 문의처 
855-355-5777 
800-662-1220(TTY) 

nyckidsrise.org | 833-543-7473 4 

https://nyckidsrise.org/
tel:18335437473
tel:17187077771
tel:12128637990
tel:18006984543
tel:18778985849
tel:18886926116
tel:18553555777
tel:18006621220 


    
 

    
   

   
  

  
   

   
 

     
    

 

 
   
   

 
   

 

 
  
   

 

   
   

    
    
    
   

 
   

  

  
  

   
 

    

    
   

    
    

 

   
     

   
   

   
  

    
    

    
    

 
 

  
    

     
   

    
     
  

    
   

   

     
   

  
    

 

    
   

   

     
  
  

 

    
    

         

         

                   

        

       

혜택 529 계좌의 저축이 이 혜택에 
영향을 미칩니까 ? 

은행 저축 계좌의 저축액이 
이 혜택에 영향을 미칩니까 ? 

혜택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합니까 ? 

Medicaid (계속) 관찰 기간 (Medicaid 신청 
전 5년) 동안 인출하는 경우 
Medicaid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Medicaid 자격을 
얻기 전에 이 계좌의 수입 
한도 초과액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중 HRA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Medicaid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Medicaid 문의처 
888-692-6116 

NYS Health Exchange 
고객의 경우 : 
뉴욕주 보건부 문의처 
855-355-5777 
800-662-1220(TTY) 

푸드 스탬프 /SNAP 아니요 - 529 계좌의 자금은 
수입 한도액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가능성 거의 없음 - SNAP 
가정의 극히 일부만 수입 
심사를 받기 때문에 저축 
계좌가 있더라도 대부분 
SNAP 가정의 SNAP 혜택 
자격이나 혜택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NYC SNAP 푸드뱅크 
혜택 문의처 
212-894-8060 

공공 지원 (빈곤가정 한시 
지원/TANF, 현금 지원 , 복지, 
가정 지원 또는 안전망 지원 ) 

아니요 -이 계좌는 교육 
자금이라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 한도액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가능성 있음 -가족은 
수입 심사 없이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전용으로 별도의 저축 
계좌에 최대 $1,400 를 
저축할 수 있습니다 . 

저축한 금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전체 금액이 
수입 심사 시 반영되어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3있습니다.

인적자원관리국 
(HRA) 문의처 
718-557-1399 

소득 지원 프로그램 (SSI) 
주의사항: 18세 미만의 자녀는 직접 
SSDI 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지원은 
보조 혜택으로 간주됩니다 . 현재 
SSDI 수혜자 또는 퇴직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는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이 계좌의 저축액은 
수입으로 간주되어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SSI 를 받을 수 있는 수입은 
인당 매월 최대 $2,000 이며 
부부의 경우 ABLE 계좌에 
예금하지 않는 한 매월 

4$3,000 까지 가능합니다 .

예 -이 계좌의 저축액은 
수입으로 간주되어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SSI 를 받을 수 있는 수입은 
개인당 최대 $2,000 이며 
부부의 경우 매월 $3,000 
까지 가능합니다 . 

지역 기관 문의를 
위한 전국 핫라인 번호 
800-772-1213 

1 이 계좌의 모든 금액과 기타 저축액 또는 자산이 포함됩니다 . 
2 이 계좌의 모든 금액과 기타 저축액 또는 자산이 포함됩니다 . 
3 공공 지원을 신청하는 가족 (공공 지원을 받은 후에 다시 신청하는 가족 포함 )은 저축이 등록금 목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자산이 $2,000 이상(60세 이상은 $3,000) 인 경우 공공 지원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 
4 ABLE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ablenrc.org/what-is-able/what-are-able-a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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