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C Kids RISE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Save for College Program)은 가족과 학교, 커뮤니티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 함께 협력하여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공립학교 
학생들이 대학 교육과 직업 훈련에 더욱 쉽게 접근하도록 고안된 장학금 및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NYC 공립학교(참여 차터스쿨 포함)에 등록한 K학년 학생이 있는 모든 가족은 소득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모든 NYC 공립학교 학생이 큰 꿈을 꾸고 대학 학비 및 직업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자산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만들어졌습니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불참”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이상, 귀댁 자녀는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자녀가 무료 NYC 장학금 계좌(NYC Scholarship Account)를 받도록 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학교 및 커뮤니티는 다음 방법으로 자녀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함께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게 NYC 장학금 계좌 제공 
모든 학생들은 NYC Kids RISE가 학생들 앞으로 입금한 초기 예치금 $100가 들어 있는 NYC 장학금 계좌를 받습니다. 
조기 리워드로 최대 $200를 모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  자신만의 대학 학비 저축 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구와 정보로 가족 지원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를 활성화한 후 가족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본인 소유의 대학 학비 및 직업 교육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가족은 스스로의 재정 상황에 맞는 방식과 금액으로 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가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에 투자하도록 권장 
기업, 조직, 기관 및 기타 개인과 기관은 NYC 장학금 계좌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는 각 자녀의 계좌에  
있는 돈을 더욱 늘리고 모든 자녀의 성공을 위한 커뮤니티의 지원을 입증합니다. 

•  대학 진학과 직업 훈련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  
학교와 이웃에서 진행되는 마일스톤 이벤트, 활동 및 캠페인은 학생들이 미래에 무엇이 가능한지 상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수업 시간에 금융 교육 병행
학생들은 K학년부터 연령에 적합한 금융 교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운영됩니까?

자세히 알아보기: 자녀 학교에 문의하거나 NYC Kids RISE에 전화 (833) 543-7473 또는 이메일  
info@nyckidsrise.org로 문의하거나 www.nyckidsrise.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NYC Kids RISE는 뉴욕시 및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와 
협력하여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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