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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대학 학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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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Y의 사명은 학생들이 재정적 수단에 상관없이 
언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1847년 이래, CUNY는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들과 함께 하며 수백 만 명을 교육해 왔습니다. 

대학 교육비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CUNY 교육의 질과 비용을 고려할 때 
그 가치는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UNY 
학부생의 80퍼센트 이상이 연방 학자금 대출 없이 
학위를 마칩니다.

CUNY 학생은 큰 꿈을 가지며, 열심히 공부하여 큰 
성과를 냅니다. 미국에서 가장 명예로운 학문상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육비를 감당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재정 지원을 신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교육 비용에는 학비 및 수수료, 숙식비, 
교재 및 학용품비 그리고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학생 본인과 학생의 가족이 교육비를 주로 책임지고 
있다면, 연방 정부, 주 정부, 시 정부(및 CUNY)로부터 
자금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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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NY 학생들이 부채 없이 성공적으로 
대학 과정을 마치도록 지원하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은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의 시작으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엑셀시어 장학금은 자격이 되는 뉴욕 주민이 CUNY에 재학하는 동안 
주 정부 수업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더 많은 
가족들이 학자금 대출의 부담 없이 세계 정상급 교육을 받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cuny.edu/financialaid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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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고 수준높은  
대학 교육
학부생 수업료

3Bronx Community College

칼리지 
유형

뉴욕 주민 타주 주민

4년제 
칼리지

$6,530 매년(풀타임) $17,400 매년(풀타임)*

$285 학점 당(파트타임) $580 학점 당(파트타임)

커뮤니티 
칼리지

$4,800 매년(풀타임) $9,600 매년(풀타임)*

$210 학점 당(파트타임) $320 학점 당(파트타임)

* 2017년 가을 현재, 학기 당 15학점 취득을 기준으로 하는 풀타임 수업료.

재정 지원 유형
보조금(그랜트) –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통상적으로 재정적 필요에 
따라 수여되는 돈.

장학금 –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업 성적에 따라 
수여되는 돈.

대출 – 대학에 쓸 용도로 빌리는 
돈으로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는 돈.

근로장학금 – 대학의 재정지원실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통해 버는 돈.

재정 지원 신청
재정 지원 자격 여부를 알아보려면 
매년 다음의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FAFSA(연방 학생 보조 무료 신청)  
연방 재정 지원을 신청하려면  
www.fafsa.gov를 이용해 주세요.

TAP(등록금 지원 프로그램)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www.hesc.ny.gov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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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신청

신청 준비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소득 및 자산 기록 자료를 수합합니다. 
2018-2019 학년도의 경우, 이러한 기록 자료에는 학생 본인(과 
해당되는 경우, 학부모)의 2016년 납세신고서 및 W-2 양식, 사회 
보장 번호, 소득과 자산에 관한 기타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 상담교사, 입학할 계획인 칼리지의 재정지원실 또는 미국 
교육부 www.studentaid.gov를 통해 무료 정보와 지원을 받으시거나 
1-800-4-FED-AID(1-800-433-3243)으로 연락하세요.

FSA ID 얻기–fsaid.ed.gov
FSA ID는 로그인, 등록 및 FAFSA을 수정할 때 이용해야 하는 비밀번호와 
사용자이름입니다. 학생 본인과 적어도 학부모 중 한 분이 각각 FSA ID
가 필요할 것입니다. 매년 다시 신청하고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필요할 것이므로 반드시 FSA ID를 저장하셔야 합니다.

FAFSA 작성–www.fafsa.gov
연방 학생 보조 신청은 무료입니다. CUNY에서 입학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인 10월 1일부터 다음 
학년도에 대한 재정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www.fafsa.gov를 이용해 주세요. FAFSA 작성에 무료로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연방 학생 보조 정보 센터(Federal Student Aid Information 
Center) 전화 1-800-4-FED-AID(433-3243)로 문의하세요.

IRS 데이터 검색 도구 
IRS 데이터 검색 도구를 이용하시면 학생 본인과 학부모가 연방 
학생 보조(FAFSA) 무료 신청에 필요한 IRS 소득 신고 정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는 FAFSA에 세금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IRS 데이터 검색 도구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 세금 자료를 제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 FAFSA가 정확한 세금 정보를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칼리지에 세금보고 증빙 사본이나 세금 신고서 사본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현재 위탁 가정에 있는 학생이거나 가정 위탁 제도와 관련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에 대해 에이전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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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신청

뉴욕주 기반 지원 신청서 작성 
FAFSA를 작성한 후 확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 정부 신청서 
링크를 클릭하면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과 엑셀시어 장학금 같은 
뉴욕주 기반 재정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지원 보고(SAR) 받기
FAFSA을 작성하고 난 며칠 후, 학생 지원 보고(SAR)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수신하게 됩니다. SAR에는 학생의 SAR 
정보에 대한 요약, 연방 학생 보조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되는 수치인 예상 가족 분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 EFC) 
계산 내용이 포함됩니다. 추가 정보나 수정 사항이 필요한 지  
SAR을 검토하세요. www.fafsa.gov에서도 SAR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검증
연방 처리자는 검증 과정을 위해 일정 수의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에 선정되는 경우(학생의 SAR에 표시됨), FAFSA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 요청 받은 문서를 앞으로 다니게 될  
CUNY 칼리지의 재정지원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 보조금 통지서 받기
재정 지원 신청서가 완료되어 재정 지원 필요성이 입증되면, 학생의 
입학을 수락했던 칼리지에서 자격이 되는 재정 보조 프로그램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학생에게 수여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현재 위탁 가정에 있는 학생이거나 가정 위탁 제도와 관련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에 대해 에이전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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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비 및 재정 지원 
패키지 평가
대학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해당 기관이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만족하느냐입니다. 또한, 입학 
학교를 결정할 때 대학에 다니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총 학비(Cost of Attendance, COA)
대학 교육을 계획할 때, 학비 및 
수수료, 숙식비, 교통비, 교재비, 
학용품과 개인 용돈 등이 포함되는 
총 학비를 검토해야 합니다. 
뉴욕 주민이며 자택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9개월 간의 CUNY 
풀타임 재학에 대한 예상 비용은 
학비 및 수수료 이외에 모든 다른 
비용으로 약 $9,700가 추가됩니다. 
집에서 나와 생활할 계획이라면, 
예상 비용은 약 $20,400입니다.

예상 가족 분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 EFC) 
예상 가족 분담금은 학생이 제공한 
FAFSA 상의 정보를 토대로 학생과 
가족이 합리적으로 연간 교육비를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가족 소득, 
가족 수, 특정 자산, 납부 세금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가족 수 같은 
요인이 EFC 계산에 이용됩니다.

EFC는 펠(Pell) 그랜트, 연방 
근로장학금 및 보조금 지급형 
연방 대출 같이 학생이 자격이 될 
수 있는 연방 재정 지원의 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EFC는 다양한 대학 장학금에 대한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방 재정 지원의 
경우, EFC는 모든 대학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재정적 필요

재정적 필요는 총 학비와 예상 가족 
분담금 간의 차이입니다.

COA – EFC = 재정적 필요

CUNY 순 가격 계산기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CUNY 
웹사이트에서 유용한 순 가격 
계산기가 제공됩니다. 이 도구는 
예상 학비 및 수수료에 대한 
예상 비용과 함께 예상되는 재정 
지원금 패키지를 계산합니다. 순 
가격 계산기는 또한 어떤 대학이 
학생에게 가장 저렴한지 결정하기 
위해 CUNY에서의 비용을 기타 
기관과 비교하는데 유용합니다.

순 가격 계산기는 www.cuny.edu/
financialaid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패키지

학생의 재정적 필요를 토대로 CUNY
는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 패키지를 
구성합니다. 재정 지원 패키지에는 
대학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데 유용한 다양한 유형의 
재정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 필요가 있다면, 보조금, 
근로장학금 및 보조금 지급 융자에 
대해서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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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재정 지원 프로그램

CUNY 프로그램
칼리지 장학금  
www.cuny.edu/scholarships
각 CUNY 칼리지에서는 다양한 학업 
및 성적 우수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개별 CUNY 칼리지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FAFSA를 작성해야 하며 때로 개별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업료 납부 플랜

CUNY 칼리지는 가족이 학비 및 
수수료 경비에 관한 예산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매월 납부 플랜에 참여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면, CUNY 전화 
1-888-470-6014 또는 CUNY 칼리지의 
회계사무실로 문의하세요.

뉴욕시의회 우수 장학금

뉴욕시의회 우수 장학금은 
학업적 성공 능력이 입증된 자격 
있는 뉴욕시 고등학교 학생에게 
수여됩니다. CUNY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은 자동으로 장학금 고려 
대상자가 되며 이 장학금은  
2017-18학년도 동안 $800를 
제공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격 대상자가 되려면,

¢¢  미국 시민이거나 자격 있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뉴욕 시민이어야 합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칼리지 학업 평균이 최소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 후 일 년 이내에 
풀타임 학생으로 CUNY 칼리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  매 학기에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하고 최소 3.0의 누적 평균을 
유지해야 합니다.

¢¢  다른 모든 대학과정기관(중등과정 
이후 교육기관)에 다니기 전에 
CUNY에 재학해야 합니다.

외부 장학금
수천 개의 민간 기관에서 칼리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학금은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수여됩니다. 장학금을 검색하려면 
collegeboard.com 웹사이트 같은 무료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장학금 검색에 도움을 얻고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욕 주민 대상 
프로그램
www.hesc.ny.gov
뉴욕주 프로그램의 고려 대상자가 
되려면,

¢¢ 뉴욕 주민이어야 합니다
¢¢  FAFSA 및 TAP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위 프로그램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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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문적인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  연방 학자금 대출금의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니며 또는 재정  
지원금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TAP)
TAP은 뉴욕주에 있는 칼리지에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 중인 뉴욕  
주민 대상 보조금입니다. TAP 
보조금은 신청자와 그 가족의  
뉴욕주 순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부생 TAP 수여금 범위는 
매년 $500에서 $5,165 사이입니다.  
TAP 신청서 작성에 앞서 먼저 FAFSA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 주민을 위한 파트타임 지원

뉴욕주에서는 파트타임(학기 당  
6학점에서 11학점)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두 개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바로 
파트타임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과 
파트타임 학업 프로그램 지원이 
그것입니다. 각 보조금 액수는 해당 
학생의 가족 소득, 취득 학점 및 
뉴욕주를 통한 재정 지원 가능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TAP 신청서 외에 
CUNY 보완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uny.edu/financialaid 
에서 ‘연방 보조금 및 주 정부 보조금
(Federal and State Grants)’ 링크를 
클릭하세요.

CUNY 기회 프로그램:  
SEEK, CD 및 ASAP
SEEK(Search for Education, Elevation 
and Knowledge; 교육, 향상 및 지식 

탐구)는 CUNY 4년제 칼리지에서 
제공되는 뉴욕주 프로그램으로 
학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불우한 
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SEEK 학생은 절실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추가 기회를 통해 혜택을 
받습니다. CD(College Discovery; 칼리지 
디스커버리)는 CUNY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뉴욕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컴패니언 프로그램입니다. 
SEEK 또는 CD 프로그램 가입은 CUNY 
입학 과정의 일환입니다.

ASAP(Accelerated Study in Associate 
Program; 준학사 이수 속성 프로그램)
는 의욕에 찬 학생들이 준학사를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부분의 CUNY 
커뮤니티 칼리지와 몇몇 4년제 
칼리지에서 제공됩니다.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엑셀시어 장학금은 자격 있는 
뉴욕 주민이 다른 재정 지원으로 
보장되지 않는 모든 수업료 비용의 
100%에 대해 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수여금의 
수혜자는 2017-18년 동안 가족 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8-19학년도 동안 그 금액은 11만 
달러로 증가하고 2019-20학년도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가족의 조정 
후 총소득이 최대 총 12만 5천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공고된 
마감일까지 FAFSA, TAP 및 엑셀시어 
신청서를 접수하고, CUNY 칼리지를 
풀타임(최소 12학점)으로 재학하고, 
학년 당 3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혜자는 뉴욕주 거주에 동의해야 

교육비 재정 지원  
프로그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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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엑셀시어 장학금을 받았던 
기간과 동일한 년수 동안 다른 
주에서 고용된 상태여서는 안 
됩니다. 엑셀시어 장학금의 자격 
여부와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2.cuny.edu/financial-aid/
scholarships/excelsior-scholarship-faqs/ 
를 참조하세요.

주 장학금 및 어워드

뉴욕주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탁월하거나 특정한 학문적 목표를 
추구할 계획인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한 장학금을 다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학금에 
대한 정보는 www.hesc.ny.gov를 
참조하시고,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납부(Pay)’ 및 ‘보조금, 장학금 및 
대출 프로그램(Grants, Scholarships 
and Loan Programs)’을 선택하세요.

연방 학생 보조 
프로그램
www.StudentAid.gov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려면 학생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이거나 자격 있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FAFSA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학위 수여 프로그램에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양호한 성적을 유지하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만족스러운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  징병 후보자 등록 시스템(Selective 
Service)에 등록해야 합니다�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

¢¢  연방 학자금 대출금의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니며 또는 재정 
지원금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  최소 6학점을 신청해야 합니다. 
펠 그랜트는 이 규칙의 예외이며 
1학점만 신청한 상태라도 수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방 펠 그랜트(Federal Pell Grants)
2017-18학년도 동안 펠 그랜트는 
매년 최대 $5,920를 제공하며 
아직 학사 학위를 받은 적이 없는 
풀타임 및 파트타임 학부생에게 
수여됩니다.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연방 펠 그랜트 기금 금액은 풀타임 
12학기 또는 파트타임 12학기로 
제한됩니다. 연방 펠 그랜트는 최소 
하프타임으로 여름 학기에 다니는 
학생에게 추가 기금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칼리지의 
재정지원실에 문의하세요. 

연방 보충 교육 기회 보조금(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s, FSEOG)

예외적인 재정적 필요를 입증하는 
경우, CUNY는 FSEOG로부터 학생에게 
기금을 수여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은 제한적이며 펠 그랜트를 받은 
학생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연방 근로장학금 
(Federal Work-Study, FWS)
연방 근로장학금 프로그램은 
학생에게 학업 일정에 맞는 파트타임 

교육비 재정 지원  
프로그램(계속)

http://www2.cuny.edu/financial-aid/scholarships/excelsior-scholarship-faqs/
http://www2.cuny.edu/financial-aid/scholarships/excelsior-scholarship-fa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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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방 근로장학금이 
수여되면 자격이 되는 캠퍼스 내외의 
일자리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각 
칼리지의 재정지원실에서 연방 
근로장학금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
연방 직접 대출

직접 대출 프로그램은 총 학비 
부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타의 모든 대출처럼 
이러한 대출은 이자를 더해 
상환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형과 비지급형으로 두 
가지 유형의 직접 대출이 있습니다. 
보조급 지급형 직접 대출의 자격이 
되려면 재정적 필요를 입증해야 
합니다. 최소 하프타임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이러한 대출에 
이자가 청구되지 않지만, 졸업한 
후나 하프타임 아래로 내려간 
후에는 이자가 부과될 것입니다.

재정적 필요를 입증하지 않는 경우, 
그래도 보조금 미지급형 직접 
대출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이 지급되는 즉시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연방 직접 대출을 신청하려면,
¢¢ FAFSA를 작성해야 합니다.
¢¢  칼리지의 재정 지원실을 통해 
직접 대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비재정 지원  
프로그램(계속)

¢¢  대출의 약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입 인터뷰를 
마쳐야 합니다.

추가 정보:
¢¢ 약속어음에 서명해야 합니다.
¢¢  연방 직접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 칼리지의 재정지원실에 
통지하여 나중에라도 대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연방 직접 대출에 자격이 되기 
위해 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용조사가 없습니다.

¢¢  2018년 6월 30일까지 공표된 
보조금 지급형과 미지급형의 연방 
직접 대출 이자율은 4.45%입니다.

¢¢  상환기간은 10년에서 30년입니다.
¢¢  상환은 졸업하고 칼리지를 떠난 
후 또는 하프타임 수업 아래로 
내려간 후 6개월부터 시작됩니다.

부모 대상 연방 플러스 대출 
부모님은 칼리지 비용 부담에 
도움이 되도록 연방 플러스 대출 
신청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 학생은 부모님이 플러스 
대출에 신청하기 전에 FAFSA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  플러스 대출의 대출자는 신용 
조사를 받습s니다.

¢¢  2017–2018학년도 동안 연방 플러스 
대출의 이자율은 7.00%입니다.

¢¢  이자율은 매년 7월 1일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재정 지원  
프로그램(계속)

¢¢  연방 플러스 대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칼리지의 
재정지원실에 문의하세요.

¢¢  플러스 대출의 상환은 지급되고 
30일 후에 시작됩니다. 이자가 
계속 발생되더라도, 학생이 최소 
하프타임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부모님은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 교육 프로그램

CUNY는 재향군인, 예비군 및 그 
가족을 환영합니다. 재향군인이 
연방 및 뉴욕주 정부를 통해 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cuny.edu/veterans에서 “교육비 
지원(Financing Your Education)”을 
선택하세요. 

연방 소득세액 공제
소득세액을 줄임으로써 더 높은 
교육비를 상쇄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출자는 대학과정(중등과정 
이후) 교육비의 경우 학자금 
대출에 실제로 지급된 이자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혜택 모두에 대한 정보는 
www.irs.gov에서 IRS 발행물 970, 교육 
세금 혜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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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유지하기
출석

재정 지원에 자격이 되려면 수업에 
출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출석 
정보는 강사로부터 수집되며 학생이 
각 수업에 출석을 시작하는지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미출석 
수업에 대한 학점은 재정 지원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등록 상태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강철회

연방 재정 지원은 학생이 장학금이 
의도되었던 전체 기간 동안 
학교에 재학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수여됩니다. 학생이 학기를 마치기 
전에 모든 수업의 수강을 철회하는 
경우, 칼리지에서는 규정된 출석 
원칙에 따라 학생이 받을 권리가 

있는 연방 장학금의 할당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조금 중 지급된 
미수 부분은 해당 칼리지/미국 
교육부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수업의 일부나 전부의 수강을 
철회하는 것은 또한 당 학기 또는 
차후 학기 동안의 뉴욕주 재정 지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학업 진행(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SAP)
연방 및 주 정부 가이드라인과 
CUNY 정책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 장학금의 자격 상태를 
유지하려면 학업 프로그램에서 
만족스러운 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학업 성적은 각각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맞춰 수립된 
만족스러운 진행 기준에 따라 
최소 매년 한 번 평가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세부 
정보는 해당 칼리지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재정 지원 생애 한도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연방 펠 그랜트 
기금 금액은 풀타임 12학기 또는 
파트타임 12학기로 제한됩니다. 
뉴욕주 TAP는 총 8학기로 제한되며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받기도 합니다.

본 소책자에 포함된 정보는  
출판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12 Brookly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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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및 TAP 학교 코드
FAFSA 및 FAFSA 신청서 작성 시, 정보가 발송되기를 원하는 각 CUNY 칼리지에 
대한 칼리지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별 CUNY 칼리지에 해당하는 FAFSA 및 
FAFSA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 /  
FAFSA 코드

뉴욕주 / 
TAP 코드

4년제 칼리지

Baruch College 007273 1409

Brooklyn College 002687 1410

The City College of New York 002688 1411

College of Staten Island 002698 1417

Hunter College 002689 1413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002693 1414

Lehman College 007022 1412

Medgar Evers College 010097 1415

New York City College of Technology 002696 1405

Queens College 002690 1416

York College 004759 1418

CUNY 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 004765 1420

커뮤니티 칼리지

Borough of Manhattan Community College 002691 1404

Bronx Community College 002692 1400

Guttman Community College 042101 1421

Hostos Community College 008611 1401

Kingsborough Community College 002694 1402

LaGuardia Community College 010051 1403

Queensborough Community College 00269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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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Y 재정지원실 
연락 정보
www.cuny.edu/financialaid에서 “재정 지원 연락처(Financial Aid Contacts)”
를 클릭하세요.

4년제 칼리지
Baruch College
151 E. 25th St., Room 880 
New York, NY 10010 
(646) 312-1360 
www.baruch.cuny.edu 
financial.aid@baruch.cuny.edu

Brooklyn College
2900 Bedford Ave. 
West Quad Center, Room 308 
Brooklyn, NY 11210 
(718) 951-5051 
www.brooklyn.cuny.edu 
finaid@brooklyn.cuny.edu

The City College of New York  
& The Sophie Davis School of  
Biomedical Education
160 Convent Ave. 
Administration Bldg., Room 104 
New York, NY 10031 
(212) 650-6656 
www.ccny.cuny.edu 
financialaid@ccny.cuny.edu

College of Staten Island
2800 Victory Blvd. 
Building 2A, Room 401 
Staten Island, NY 10314 
(718) 982-2030 
www.csi.cuny.edu 
financialaid@csi.cuny.edu

Hunter College
695 Park Ave., Room 241 North 
New York, NY 10065 
(212) 772-4820 
www.hunter.cuny.edu 
finaid@hunter.cuny.edu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524 West 59th St. 
New York, NY 10019 
North Building Room 1280 
(212) 237-8149 
www.jjay.cuny.edu 
financialaid@jjay.cuny.edu

Lehman College
250 Bedford Park Blvd. West 
Shuster Hall, Room 136 
Bronx, NY 10468 
(718) 960-8545 
www.lehman.cuny.edu 
financial.aid@lehman.cuny.edu

Medgar Evers College
1637 Bedford Ave., Room S108 
Brooklyn, NY 11225 
(718) 270-6141 
www.mec.cuny.edu 
finaid@mec.cuny.edu

New York City College 
of Technology
300 Jay St. 
Namm Hall Room, NG-13 
Brooklyn, NY 11201 
(718) 260-5700 
www.citytech.cuny.edu 
financialaid@citytech.cuny.edu

Queens College
65-30 Kissena Blvd. 
Jefferson Hall, Room 202 
Queens, NY 11367 
(718) 997-5102 
www.qc.cuny.edu 
financialaid@qc.cuny.edu

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
119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 652-2895 
sps.cuny.edu

York College
94-20 Guy R. Brewer Blvd. 
Room 1M08 
Jamaica, NY 11451 
(718) 262-2230 
www.york.cuny.edu 
finaid@york.cuny.edu

커뮤니티 칼리지
Borough of Manhattan
Community College
199 Chambers St., Room N365 
New York, NY 10007 
(212) 220-1430 
www.bmcc.cuny.edu 
finaid@bmcc.cuny.edu

Bronx Community College
2155 University Ave. 
Colston Hall, Room 504 
Bronx, NY 10453 
(718) 289-5700 
www.bcc.cuny.edu 
financialaid@bcc.cuny.edu

Guttman Community College
50 West 40th Street 
New York, NY 10018 
(646) 313-8011 
www.guttman.cuny.edu 
financial.aid@guttman.cuny.edu

Hostos Community College
120 E. 149th St., Room B112-115 
Bronx, NY 10451 
(718) 518-6555 
www.hostos.cuny.edu 
finaid@hostos.cuny.edu

Kingsborough 
Community College
2001 Oriental Blvd., Room U201 
Brooklyn, NY 11235 
(718) 368-4644 
www.kbcc.cuny.edu 
finaid@kbcc.cuny.edu

LaGuardia Community College
31-10 Thomson Ave., Room C107 
Long Island City, NY 11101 
(718) 482-7218 
financial@lagcc.cuny.edu

Queensborough Community College
222-05 56th Ave. 
Library Building, Room 409 
Bayside, NY 11364 
(718) 631- 6367 
www.qcc.cuny.edu 
financialaid@qcc.cuny.edu



질문이 있으세요?
재정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현행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www.cuny.edu/financialaid를 이용하시거나 
재학할 계획인 CUNY 칼리지의 재정지원실에 문의하세요. FAFSA 또는 TAP 신청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아래에 있는 웹사이트와 전화번호를 참조하세요.

유용한 웹사이트 및 전화번호
뉴욕시립대학교(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재정 지원 정보 
www.cuny.edu/financialaid 
CUNY 장학금 정보 
www.cuny.edu/scholarships 

연방 학생 보조

FAFSA 
(연방 학생 보조 무료 신청)  
www.fafsa.gov

연방 학생 보조 정보
1-800-4-FED-AID(1-800-433-3243) 
www.StudentAid.gov

연방 학자금 대출 서비스 
www.studentloans.gov

뉴욕주 고등교육  
서비스 코퍼레이션

TAP 보조금 정보
1-888-NYS-HESC(1-888-697-4372)
www.hesc.ny.gov

15Queens College

번역�작업은�미국�교육부의�교부금을�
통해�Hunter College AANAPISI Project 
(HCAP)에서�기금을�제공하여�
이루어졌습니다.�자세한�정보는  
huntercap.org를�참조하세요.

http://hunterca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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