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C 공립학교(참여 차터스쿨 포함)에 등록한 
유치원생 또는 1학년 학생이 있는 모든 가족은 
소득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Save for College Program)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불참”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이상, 자녀는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등록한 후에 NYC Kids RISE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100의 초기 배당금이 포함된 자녀의 
무료 NYC 장학금 계좌(NYC Scholarship 
Account)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함께 웰컴 키트를 받으시게 됩니다.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를 활성화한 후 주요 
단계라고 하는 기타 기본적인 단계를 완료하여 
추가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NYC 장학금 계좌에 있는 돈은 다양한 대학 또는 
직업 훈련 지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4. 

3. 

2. 

1. 

알아 두어야 할  
5 대 주요 사항

부모님 및 후견인을 위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nyckidsrise.org 
833-543-7473

http://nyckidsri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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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YC Kids RISE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NYC Kids RISE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Save 
for College Program)은 가족 소득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 및 직업 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학금 및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NYC 공립학교(참여 차터 스쿨 포함)에 등록된 모든 
유치원 학생들은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첫 $100가 예치된 NYC 
장학금 계좌(NYC Scholarship Account)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 계좌를 통해 추가 
장학금을 리워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도 
아동의 성공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NYC 장학금 
계좌에 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NYC 장학금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참여 학생을 
대신하여 비영리기관인 NYC Kids RISE가 소유 
및 운용하는 New York’s 529 College Savings 
Program Direct Plan 계좌에서 투자됩니다. 부모 
및 후견인은 NYC 장학금 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이 계좌는 참여 
학생이 해당되는 고등 교육 비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유치원을 마치고 20년 이내에 NYC 
장학금 계좌의 금액을 찾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은 향후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NYC Kids RISE로 반환됩니다.

대신, 참여 학생의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서, 귀하가 
소유하는 별도의 대학 학비 및 직업 교육 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자녀를 위해 본 프로그램의 장학금 계좌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귀하의 재정 상황에 
맞는 방식과 금액으로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및 
후견인, 가족, 친구, 학교, 커뮤니티, 기업 및 정부가 
함께 자산을 구축하고 모든 자녀의 교육적, 경제적 
성공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2.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입니까?
2022-2023 학년도부터 NYC 공립학교(참여하는 
차터 스쿨 포함)에 등록된 모든 유치원생 및 1학년 
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의 소득 및 이민 신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지리적 제30교육구에서 
시범 운영되었기 때문에 39개 시범 학교의 모든 
유치원생 내지 5학년 학생들은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최소 60일간 참여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3. 어떻게 참여합니까?
자녀에게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학교에서 불참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아무 조치도 취하지 마십시오 
(이 때 불참 절차에 대한 정보를 수령합니다). 

• 그렇게 불참 절차가 끝나면 자녀는 자동으로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에 등록되며 
NYC Kids RISE는 NYC 장학금 계좌(NYC 
Scholarship Account)를 자녀 앞으로 
개설하여 $100의 초기 예치금을 입금합니다. 

• NYC Kids RISE에서 제공하는 추가 정보 및 
지침이 포함된 웰컴 키트를 받게 됩니다. 가을에 
불참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자녀의 계좌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등록하는 
경우 자녀의 계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웰컴 키트를 받은 후 온라인 플랫폼인 저축 
트래커 (Savings Tracker)(부모/후견인이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등록하여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를 활성화하고 추적하십시오. 또한 
프로그램의 다른 기본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받게 됩니다.

https://www.nyckidsri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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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Stephen Beck, Jr. ‘보다 나은 삶의 경험 체험’(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ABLE) 법을 통해 
인가된 ABLE 계좌는 절세 혜택이 있는 저축 상품으로서 장애인이 생활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및 Medicaid(일부 제한사항 적용)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상실할 위험 없이 장애 관련 지출을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입니다.

NYC 장학금 계좌(NYC Scholarship Account)의 수익은 NY ABLE 프로그램의 계좌가 아닌 New York’s 529 
College Savings Program의 529 계좌에 예치됩니다. 따라서 배당 후 해당 계좌의 수익은 NY ABLE 계좌 
소유주가 수령하는 ‘필요에 따른’ 혜택 관련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4.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의  
"장학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녀가 프로그램에 등록되면 NYC Kids RISE에서 
NYC 장학금 계좌(NYC Scholarship Account)
를 만들고 자녀의 미래 교육을 위해 자동으로 $100
를 배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NYC Kids RISE
는 가족 여러분이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에서 돈을 
불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단체, 기업 
및 기타 기관에서도 자녀의 대학 및 직업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장학금 계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NYC Kids RISE는 참여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 
기금을 소유 및 운용하는 비영리기관이며, 가족이 
고등 교육을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계좌 유형인 NY 529 Direct Plan에 기금을 
투자합니다. NYC 장학금 계좌는 금융 시장 및 투자 
실적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에 해당하는 자녀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라면, 프로그램에 불참하지 않는 이상, 
NYC Kids RISE는 이 NYC 장학금 계좌를 자녀 
앞으로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가 개설되면 귀하는 NYC Kids RISE에서 
웰컴 키트를 받게 됩니다.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를 활성화하여 자녀 앞으로 할당된 장학 기금을 
확인하기 위해

• 돈을 입금하도록 요구받지 않습니다.

•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 개인납세자식별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은행 계좌 또는 신용 카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지 않습니다.

• 경제적 또는 이민 신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지 않습니다. 

• 참여하는 데 최고 또는 최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5.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의 "저축"
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자녀가 NYC 장학금 계좌(NYC Scholarship 
Account)를 받은 후 귀하는 본인과 가족에게 맞는 
대학 학비 및 직업 훈련을 위한 저축 계획 수립 방법의 
추가 안내를 받게 됩니다.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에서 돈이 투자되도록 하기 위해, 자녀를 위하여 
귀하 소유의 대학 학비 및 직업 훈련 저축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본 프로그램의 계좌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여 학생이 NY ABLE 저축 프로그램(NY 
ABLE Savings Program)의 계좌를 가질 자격이 
된다면 또한 계좌를 개설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1

NYC Kids RISE가 자녀의 장래 교육을 위해 소유 및 
관리하는 NYC 장학금 계좌와 달리, 귀하의 가족이 
연결 계좌를 소유합니다. 귀하, 귀하의 친척 및 
친구들도 이 계좌에 직접 돈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선택한 저축 계좌의 종류에 따라, 귀하와 
가족은 NYC Kids RISE의 저축 트래커(Savings 
Tracker, 부모/후견인이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와 함께 귀하의 저축 잔고를 
온라인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저축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nyckidsrise.org/options를 방문하시거나, 
NYC Kids RISE 가상 워크숍에 참여하시거나, 저희 
핫라인에 833-KID-RISE(833-543-7473)로 

http://nyckidsrise.org
http://nyckidsrise.org/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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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를 하시거나, info@nyckidsrise.org로 
이메일 문의를 하시거나, NYC Kids RISE 담당자와 
상담 예약을 하시거나, 뉴욕시 금융통합지원센터
(NYC Financial Empowerment Center)에서 
재무 상담 예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 NYC 장학금 계좌에 있는 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까? 내 아이가 대학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NYC 장학금 계좌(NYC Scholarship Account)의 
돈은 NY 529 Direct Plan에 투자되고 다양한 고등 
교육 지출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529 계좌를 
대학 학비 저축 계좌라고 하지만, 이 계좌는 미국 및 
해외의 모든 적격 기관에서 받는 적격한 고등 교육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4년제 대학 외에도, 커뮤니티 칼리지, 실업 및 기술 
학교, 적격한 견습 프로그램,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이 
다른 유형의 적격 기관입니다. 장학금 기금은 수업료, 
요금, 장비, 일부 기숙사 비용, 심지어 다른 장학금으로 
종종 충당되지 않는 교과서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고등 교육 비용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nysaves.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학생이 유치원을 마치고 20년 이내에 NYC 장학금 
계좌의 금액을 찾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은 향후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NYC 
Kids RISE로 반환됩니다.

NYC 장학금 계좌에 있는 돈은 연방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어떠한 유치원-12학년의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NYC Kids RISE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배당을 받을 
때 NYC 장학금 계좌의 자금을 NY ABLE 계좌로 
이체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7. 프로그램 불참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아이를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에 
등록시키려면 NYC Kids RISE에 어떤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까?

NYC Kids RISE는 뉴욕시 교육부(NYC 
Department of Education)로부터 모든 참여 
학생에 대한 다음 정보를 받습니다 

• 프로그램 고유의 학생 및 학부모 식별 번호

• 학생의 성명

• 학생의 생년월일

• 학생의 집주소

• 학생의 집주소 변경 여부

• 학생의 집 전화번호

• 재학 중인 학교 이름

• 학생의 현재 학년

•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 해당되는 경우 NYC 공립학교 시스템 내외부 
모두에서 다른 학교로의 전학 여부

NYC Kids RISE는 또한 참여 학생당 최대 2명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받습니다.

•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성명

•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이메일 주소

•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휴대폰 및/또는 다른 
전화번호

이것은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킬 때 "블루 카드"로 
제출한 것과 유사한 정보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NYC Kids RISE는 모든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NYC 장학금 계좌(NYC Scholarship Account)를 
개설하고 각 학생에게 $100의 초기 예치금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NYC Kids RISE는 모든 가족 정보에 
대해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지침을 
따릅니다.

8.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에 등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학교에 알리려면 불참 통지서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명해서 제출하거나 
NYC 학교 계정(NYC Schools Account)에서 
프로그램을 탈퇴해야 합니다. 이들 조치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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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취한다는 것은 자녀가 NYC 장학금 계좌
(NYC Scholarship Account), $100 예치금, 추후 
펀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의 불참 양식을 참조하거나 schools.
nyc.gov/learning/student-journey/college-
and-career-planning/nyc-kids-rise-save-for-
college-program을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9. 지금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해도 나중에 
자녀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예, 탈퇴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자녀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부모 및 후견인은 나중에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자녀가 5학년이 끝날 
때까지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chools.nyc.gov/learning/student-journey/
college-and-career-planning/nyc-kids-rise-
save-for-college-program을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10. 불참 통지서 기한 경과 후 우리 
아이의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 
참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예, 최초 등록을 한 후라도 자녀의 참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지침은 schools.nyc.
gov/learning/student-journey/college-and-
career-planning/nyc-kids-rise-save-for-
college-program을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11. 체류 신분이 참여 자격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모든 학생들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NYC 장학금 
계좌(NYC Scholarship Account)를 받으려고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 
또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를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 NYC 장학금 계좌와 함께 아이의 이익을 위하여 
별도로 귀하 소유의 대학 학비 및 직업 훈련 저축 
계좌 개설을 고려할 경우, 저축 계좌를 개설할 때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
(ITIN)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NY 529 Direct Plan 
또는 NY ABLE 계좌를 저축 옵션으로 개설하고 
연결하기로 선택하면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정의에 명시된 미국 시민이거나 
확인된 미국 주소가 있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가족 또는 신뢰하는 친구가 자녀를 위해 NY 529 
Direct Plan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NYC Kids RISE가 자녀 앞으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무료 NYC 장학금 계좌를 받기 위해 귀하께서 본인 
소유의 또 다른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 NYC 장학금 계좌 보유가 공공 혜택 
수급 자격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NYC 장학금 계좌(NYC Scholarship Account)는 
NYC Kids RISE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므로 장학금 
계좌의 보유는 학생이나 가족의 공공 혜택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이 본인 소유의 대학 
학비 및 직업 훈련 저축 계좌에 돈을 저축하면 그 
자산은 특정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하 
소유의 대학 학비 및 직업 훈련 저축 계좌에 저축하는 
것이 공공 혜택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nyckidsrise.org/download-
resources/#additional-materials를 방문하여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 및 공공 혜택(“The Save 
for College Program and Public Benefits”) 
안내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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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NYC 장학금 계좌가 재정 지원 
자격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NYC 장학금 계좌(NYC Scholarship Account)는 
NYC Kids RISE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므로 장학금 
계좌를 갖고 있고 돈이 계좌에 있더라도 학생의 재정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의 대학교 
입학이 가까워지면 NYC Kids RISE는 교육을 위해 
장학금 계좌의 돈을 사용할 경우 이 돈을 사용하고 난 
후 재정 지원 자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향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본인의 대학 학비 및 직업 훈련 저축 계좌에 
돈을 예금하면 이 돈은 학생의 재정 지원 패키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하 소유의 대학 학비 및 
직업 훈련 저축 계좌에 저축하는 것이 현재 재정 지원 
규칙에 따라 학생의 재정 지원 자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nyckidsrise.org/
download-resources/#additional-materials
를 방문하여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 및 미래의 
재정 지원에 미치는 영향(“The Save for College 
Program and Impact on Future Financial Aid”) 
안내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이러한 
재정 지원 규칙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14. 이 장학금을 받으면 우리 아이가 
향후 다른 장학금을 받지 못합니까?
NYC 장학금 계좌(NYC Scholarship Account)가 
있다고 해서 자녀가 향후 다른 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 문제는 해당 장학금의 약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장학금의 조건을 
검토하십시오.

15.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미래 교육을 위해 저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기는 가정도 많습니다. NYC Kids RISE
는 뉴욕시 및 NYC 교육부와 협력하여 가족들이 
저축을 시작하고 자녀의 학교 첫 날부터 대학 진학 
및 직업 훈련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1에서 $500 
사이의 대학 학비 저축 계좌를 가진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확률이 3배 더 높고 졸업할 확률이 4배 더 
높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에 다닌 아이들은 평생 동안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고 무직이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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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Kids RISE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은 뉴욕시 교육부및 뉴욕시와 협력하여 비영리 기구인 NYC Kids RISE Inc.가 관리하는 장학금 및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NYC Kids RISE는 New York’s 529 College Savings Program과 제휴를 했거나 허가된 판매업자가 아니므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시 교육부는 NY 529 Program Manage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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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알아보기: 자녀 학교에 문의하거나 NYC 
Kids RISE에 전화 833-543-7473번으로 또는 
이메일 info@nyckidsrise.org로 문의하거나 
nyckidsrise.org를 방문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NYC Kids RISE는 뉴욕시 및 교육부와 협력하여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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