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사이트 Ugift529.
com에 로그인하여 
받는 사람의 Ugift® 
코드를 입력하고 "
선물하기"(Give a Gift)
를 클릭합니다. 

NY 529 Direct Plan 계정이 있는 경우 친구와 가족이 Ugift®를 사용하여 자녀를 위해  
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nysaves.org에서 계정에 로그인하고 "Ugift 코드 공유 및 선물 
내역 보기"(Share Ugift code and view history of gifts)를 클릭하면 자녀의 Ugift® 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코드를 찾은 후 친구 및 가족과 코드 및 아래 지침을 공유하십시오. 
교육을 위한 예치금은 훌륭한 생일이나 명절 선물이 되고 지역 사회가 미래에 대한  
꿈을 지원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1단계

3단계

5단계

4단계

2단계

아래로 스크롤하여 
이름, 성, 이메일 및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계속"(Continue)
을 클릭합니다.

은행 계좌를 선택한 경우 은행 이름, 계좌 번호 및 계좌 유형을 입력하고 "계속"(Continue)을 클릭하여 기부를 
완료합니다.  "우편 수표"를 선택한 경우 수표를 보내기 전에 검토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은행 계좌 또는 
수표를 통해 
전자적으로 
기부할 것인지 
선택하고 "
계속"(Continue)
을 클릭합니다.

선물 금액란에 기부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계좌 예금주의 
정보는 1단계에서 
유효한 Ugift® 코드를 
입력한 후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

친구 및 가족이 자녀의 대학 저축  
계좌에 저축을 도울 수 있는 방법

http://Ugift529.com
http://Ugift529.com


칼리지칼리지  통합통합  저축저축  은행은행  계좌계좌(Amalgamated Save for College Bank Account)(Amalgamated Save for College Bank Account)가가  있는있는  경우경우,,  
친구와친구와  가족은가족은  수표나수표나  우편환을우편환을  작성하거나작성하거나  현금을현금을  제공하여제공하여  자녀를자녀를  위해위해  돈을돈을  예치할예치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 

•  먼저 현금 기부는 직접 돈을 예치 받을 계좌 예금주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수표 및 우편환을 통한 기부는 계좌 예금주의 이름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  메모란에 수취인의 칼리지 은행 계좌 번호를 적습니다.
•  직접 입금할 계좌 예금주에게 수표나 우편환을 전달합니다. 

NYC Kids RISE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Save for College Progra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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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New York’s 529 College Savings Program)과 제휴를 맺지 않았고 공인 배급업체도 
아니며 투자를 요구하거나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시 교육청은 New York’s 529 
College Savings Progra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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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Friends and Family Can Help You Save 
Korean | 한국어
February 2022

nyckidsrise.org 
info@nyckidsrise.org

833-543-7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