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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등록한 뉴욕시 공립학교는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분은 대학 학비와 직업 교육을 위한 NYC 장학금 계좌(NYC Scholarship Account)를 받은 80,000명 중 한 

사람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뉴욕시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를 활성화하고 

확인하려면 nyckidsrise.org/activate를 방문해 주십시오! 

학부모/보호자 귀하:

NYC Kids RISE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Save for College Progr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계 

소득이나 이민자 자격에 관계 없이 뉴욕시 공립학생들에게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여 대학 학비와 미래 직업을 지원하는 

장학금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다음의 혜택이 있습니다. 

● NYC 장학금 계좌 - 각 학생은 NYC Kids RISE가 자녀 앞으로 $100를 예치한 무료 NYC 장학금 계좌를 수령합니다. 이

계좌의 자금은 국내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기타 해당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비나 기타 해당되는 교육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학 학비 및 직업 교육을 위한 저축 계좌를 개설할 기회 - 귀하의 가족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대신하여 대학 학비

및 직업 교육을 위한 저축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으며 장학금 계좌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계좌가 몇 가지 있으며 저희가 가족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 장학금 리워드 및 저축 목표 -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에 대해 "3가지의 주요 단계"라고 하는 절차를 완료하여 추가로

$75를 받으십시오. 유치원 이후에는 최대 $100까지 정부의 맞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이벤트 및 워크샵 - 이벤트나 워크샵에 대한 정보는 nyckidsrise.org/events를 방문하거나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 커뮤니티 장학금 - 귀하의 가족은 세이브 포 칼리지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시

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장학금 캠페인을 통해 추가로 장학금을 모금하여 여러분의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웰컴 키트에는 자녀의 대학 학비와 직업 교육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개요 문서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

2. 세이프 포 칼리지 프로그램 여정 계획서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추적 가능

3. 자주 묻는 질문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

4.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를 활성화하고 확인하기 위한 단계 점검목록, 첫 번째 $25 리워드를 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수행 가능

여러분과 함께 자녀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시작하기를 고대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nyckidsrise.org/activate
http://nyckidsrise.org/ev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