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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으로의 첫 걸음

무료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
(FAFSA) 작성하기

대학에 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세요? 여러분은 아마 FAFSA로 잘 알려진 연방 정부의
무료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연방 및 주 정부 또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싶다면 이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FAFSA를 작성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도움이 될만한 것은 많습니다!

FAFSA는 여러분이 답해야 하는
질문에 단계별로 답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양식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문의전화도
있습니다. 양식을 작성하면서
여러분은 1-800-433-3243번으로
전화하여, 여러분이 궁금한 질문에
대한 멋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팅이나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주변 어른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학교의
상담선생님, 혹은 가장 좋아하는
선생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공동체
또는 학교에도 재무 지원 전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들의 입학관련 부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수고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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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의 기본 사항
이해하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적합한 대학을 찾아 및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학교에 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요? 많은 학생들이 보조금과 대출금을
혼합하여 지불하는 방식에 의존합니다. 학자금 보조를 신청하려면 여러분은
무료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Q: FAFSA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그것은 무료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뜻합니다. 이 신청은 대학 진학을 위한 정부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은 이 양식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대학에 얼마를 지급할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대학들은 이를 출발점으로 학생이 입학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지를 결정합니다.

Q: 왜 FAFSA가 중요한가요?
A: 이 양식은 모든 종류의 재정적 지원에 필요합니다. 대학에서는 FAFSA를 사용하여 연방

무상장학금(Pell Grants), 학자금 대출(student loans), 근로 장학(work-study) 등 연방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것은 또한 국비 지원, 대학 지원, 그리고
많은 개인 장학금을 위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Q: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즐겨 찾는 검색 엔진에 FAFSA.gov 를 입력합니다. 여러분은 연방 정부의 새 웹사이트
https://studentaid.gov/h/apply-for-aid/fafsa 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FAFSA
의 모바일 앱인 myStudentAid가 개편중이며, 이 양식은 2020년 12월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온라인 도구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및 가족의 재정상태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제공합니다. FAFSA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학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이 수치를 "예상 가족
기여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 또는 EFC라고 합니다. 대학은 여러분의 EFC를
사용하여 여러분이 재정적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2

무료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이용 방법 안내

Q: FAFSA는 어떤 질문을 하나요?
A: FAFSA 양식은 여러분에 대한 몇 가지 개인적인 세부사항과 여러분이 어떤 대학에 지원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묻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중 한분 또는 두분 모두에 의해 "부양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아마도 그렇겠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FAFSA는 또한 작년에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은행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역시 FAFSA 양식에서 이에 대해 묻습니다.

Q: 하지만 부모님의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A: 여러분이 부모님들로부터 부양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거나, (

더 나은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FAFSA 양식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최소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는 부모님이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서는 연방세 환급(federal tax
return)입니다. 그외에 다른 정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FAFSA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A: FAFSA는 10월 1일부터 작성 가능하며 가능한 빨리 완료해야 합니다. 많은 재정적 지원이
"선착순"이므로, 여러분은 가능한 한 빨리 FAFSA를 제출해야 합니다. FAFSA 제출 및
기타 재정지원정보 제출에 대한 각 대학의 마감시한은 다양합니다. 반드시 제시간에
제출하세요!

Q: 일단 FAFSA 양식을 제출하면 안심해도 될까요?
A: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메일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FAFSA 웹

사이트에서는 학생 지원 보고서(Student Aid Report) 라는 중요한 문서를 보냅니다. 주의깊게
실펴보세요. 여러분의 FAFSA 양식이 제대로 처리되었고 제출한 정보가 여러분이 지원한
대학에 전송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이메일을 못봤다면 FAFSA에 로그인해서
학생 지원 보고서(Student Aid Report)를 찾아보세요.

Q: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여러분이 거주하는 해당 주의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FAFSA 양식은
신청서 마지막에 주 보조금 신청양식의 링크를 제공합니다. FAFSA를 작성한 후에 바로 이
신청서도 작성하세요. 두 양식을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일단 대학이 FAFSA
에 작성한 정보를 얻으면, 대학은 여러분의 신청서에 관해 작성해야 할 더 많은 양식이나
질문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정보를 제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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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가 여러분을 위한 것일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가기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지원하셔야 합니다. FAFSA
를 작성하면 연방 정부, 주 정부, 대학 및 많은 개인 장학금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재정
지원의 문이 열립니다.

FAFSA 양식이 일부 학생이나 가족에게는
좀 까다로워 보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이
양식은 전통적인 두 부모 가족을 위해 수년
전에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혼합
가족과 다양한 가정 환경등 그 때와는 상당히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몇몇 가정은
미국에 처음 와서 완전한 시민권이 없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온라인 FAFSA는
여러분이 답해야 할 질문로 안내합니다. 이제
컴퓨터,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학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저
시간을 내고,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세요.

복잡한 질문이 나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이나 상담 선생님처럼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어른과 이야기하세요.

FAFSA 문의전화(1-800-433-3243)
로 문의하세요.
상담 직원은 친절하며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Q: 모
 든 학생이 연방 정부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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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을 대상이
되나요?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몇몇 종류의 제정적 지원을 받은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불법체류 학생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 재정적 필요를 산정하기
위해 종이로 된 FAFSA 신청을 받아 줄 수
있으며, 여러분이 여타 지원금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울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연락해서
문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너무 많은 돈을
벌어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성적우수 장학금이나
연방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도 FAFSA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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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관련 질문이
있는 학생을 위해
Q: 부모님과 내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A:

할까요?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영주권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린 카드
(green card)" 보유). 특정 유형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studentaid.gov/understand-aid/eligibility/requirements/non-us-citizens.
또는 FAFSA 문의전화(1-800-433-3243)로 문의하세요.

Q: 부모님이 불법체류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A: 여러분이 등록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법률에 따라 다른 연방

기관에서는 여러분의 FAFSA 신청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은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양식을 작성할 때는
별도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AFSA 문의전화로
문의하세요. 또는 불법체류중인 부모님과 학생을 도와준 경험을
가진 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부
모님이 불
중 인가요? 법체류

FAFSA는 온
라인으로 안
전하게 보관
연방법은 FA
할 수 있습니
FSA를 신청
다.
하는 학생과
개인 정보를
부모님의
보호합니다.
부모님의 사
(social secu
회보장번호
rity number)
가 필요하면
00-0000을
000입력해야 합
니다. (많은 부
다양한 이유
모님이
로 이렇게 하
고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 일반적인
오류 메시지
가 나타나면
시도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될 것입
마지막으로,
니다.
신청을 진행
하기
부모님은 "서
명 페이지(sig 위해 여러분의
요청해서 우
nature pag
편으로 보내
e)"를
야 합니다. 자
FAFSA 문의
세한 내용은
전화(1-800-4
33-3243)로
문의하세요.

Q: 내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연방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제도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또는 DACA)의 적용을 받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 학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또는 지역 보조금과 개인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뉴욕 주의
Dream Act 도 학생들에게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thedream.us을 확인하거나
지원할 대학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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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세요!

FAFSA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이 선호하는 전자 기기와 전자 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확인하는 이메일 주소인지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제출한
후 몇 일 또는 몇 주 동안 이메일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 및 가족의 재무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

여러분의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부모님 중 한분 또는 두분
모두의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s)



재무 정보:

여러분이
부모님 한분 또는

두분 모두에 의해 부양받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세금
기록(tax records)

부모님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부모님의
해외 세금 신고내역 사본(A
copy of foreign tax return)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증


여러분이나 여러분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등록증
(alien registration)이나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s)



과거에 여러분이 세금
신고를 한 적이 있는 경우,
여러분의 세금기록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복지 혜택(welfare benefits)
또는 퇴역 군인 혜택(veterans
benefits) 등 여러분 가족의
과세 없는 소득에 대한 기록



세금신고 내역 및 COVID-19

학생과 가족은 국세청(IRS)에 기존에 신청했던 세금신고
내역을 사용하여 FAFSA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2021
년 9월 또는 그 이후에 대학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FAFSA 작성에 여러분 가족의 2019
년 세금신고 내역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FAFSA 작성을 쉽게 해주지만, COVID-19는 가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건이 바뀐 경우애는, 여러분이 지원한
대학에 연락하여 가장 최근의 정보를 제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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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양식작성을 위한
첨부서류 준비하기

Q: 사회 보장 카드가 필요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FAFSA 양식에 기록한 여러분의 이름과

번호가 미국 정부의 세금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세금 신고서에 입력한 이름과
번호를 확인하세요. 내용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잘 정돈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예외: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개인 세금 식별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일반적으로 9부터 시작)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AFSA
에 문의하세요.

Q: 세금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A: 연간 세금 신고 양식(IRS 1040)과 고용주의 W-2 양식(W-2 forms)

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국세청(IRS)에 제출한 세금관련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2021년 9월에 대학에 입학하거나
복학하는 학생은 가족의 2019 년 세금 기록을 사용합니다.

Q: 누구의 세금기록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여러분이 두 부모님 모두와 함께 사는 경우, 여러분 가족의

해야
비
준
엇을
나는 무 나요?
하
세요:
하

로 전화

전화
A 문의

FAFS

세금관련 양식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부모님 한분과
사는 경우, 해당 부모님의 세금 양식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친척들과 함께 살거나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했다면, 별도의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FAFSA 양식에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거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부양하고 있더라도,
친부모님이나 양부모님의 소득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FAFSA 문의전화로
전화하거나 상담선생님과 상의하세요.

fafsa/

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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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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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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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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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 관한 것
시작하기

FAFSA 양식을 작성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선택하세요. 인터넷을 연결하고 자리를 잡으세요. 준비가 됐다면, 양식을 작성하는 건
딱 45분 걸립니다!
좀더 복잡해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작성한 것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작성을 끝내기 위해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FAFSA로 계속 돌아오세요.

화면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즐겨 찾는 검색 사이트에 FAFSA.gov 을 입력합니다.
여러분은 https://studentaid.gov/h/apply-for-aid/fafsa 로 연결될 것입니다.
제대로 접속된 것이고, 데스크탑 및 모바일 기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나 여러분 부모님이 FSA ID라고도 하는 연방 학생 지원 ID(Federal
Student Aid ID)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FAFSA 양식을 작성하고 전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FSA ID를 입력합니다. 여러분은 https://
fsaid.ed.gov/npas/index.htm로 연결될 것입니다. 가입은 간단해요.
기억하세요. 이름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FAFSA 양식에서 묻는 모든 질문에 답하세요.
어떤 것은 개인적이거나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을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부양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에 그냥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그 다음 FAFSA 양식에서는 여러분이 지원할 대학 목록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대학들은
여러분의 FAFSA 신청내용을 여러분이 재정적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최대 10개의 학교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10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거나 목록을 변경하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원할 대학의
원서를 아직 추가하고 있다면, 대학 목록에도 언제든지 학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 선생님, 학교 상담 선생님 또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어른과 함께 FAFSA 양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 학생이 양식을
작성할 수 있지만 보통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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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웹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FAFSA.gov을 입력하세요:
https://studentaid.gov/h/apply-for-aid/fafsa 데스크탑 및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에는 FAFSA를 모바일 앱
myStudentAid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웹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확인하세요. 정부 기관의 웹 사이트는 무료이며 안전합니다.

내 서류 목록:

미리 볼

개인 정보

대학 목록

련 서류

가족의 세금관

자산에
기타 소득 및
한 정보


대

수 있는
참고 양
식이
있나요
?

FAFS
A
양식작 웹 사이트에
성을 시
서
작하기 는 온라인으
수 있는
로
전
워크시
에 인쇄
양식에
트
서 작성 를 제공합니 해서 작성해
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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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안내합 야 할 질문과 . 워크시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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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가족에 관한 것...
FAFSA 이해하기

FAFSA 양식은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지는 이유를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학비를 부담하는 학생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여러분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이 얼마의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지 추정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도와주실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를 "예상가족기여금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이를 "EF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중요한 수치입니다.

FAFSA가 예상가족기여금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을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부양받고 있나요?

여러분의 세대원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시는
부모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은
소득이 얼마인가요?

Q: 만약 내 부모님이

A:

FAFSA 양식 작성을
도와주시면, 부모님이
대학 학비를 부담하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학비를
꼭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건 그분들의 선택에 따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FAFSA 작성을
위해 대한 소득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꺼리신다면 그분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여러분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학 진학을 위해 어떤 저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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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부모님은 누구신가요?
FAFSA 이해하기

적어도 한분 이상의 부모님에게 부양을 받고 있나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예”
라고 대답합니다.

FAFSA 작성 시, 여러분은 다음의 경우 “부양받고 있음
(dependent)”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한분 또는 두분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FAFSA에서 말하는 부모님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
•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을 입양한 부모님, 또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또는 입양될 때 결혼하신 양부모님.

또는

위에서 정의된 부모님 한분 또는 두분 모두와 연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조부모,
숙모, 형제자매 또는 가까운 친구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FAFSA 작성에 있어서, 여러분이
부모님과 가끔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부양받는(dependent)” 상태입니다.

FAFSA 작성 시, 여러분은 다음의 경우 "독립했음(independent)"
에 해당합니다.

•
•
•

24세 이상이거나, 결혼했거나, 또는 재정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아이거나, 위탁보호 중이거나, 법정 후견인이 있거나,
고
또는 법원의 후견명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혼자 살며 노숙자이거나, 혼자 살며 노숙자가 될 위험이 있는 경우.

FAFSA 양식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이 정보를 정확히 기입한 다음,
학교 상담선생님과 대학의 재정 지원 부서에 도움을 청하세요.

Q: 어떤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피부양여부 재판단(Dependency Override)"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류상으로는 부모님에게 "부양받는" 학생이지만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거나, 정당하게 부모님과 접촉하는 것을 기피하는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이
방법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피부양여부 재판단(dependency override)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15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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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질문

Q: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따로사시면 어떻게 되나요?
A: 여러분은 부모님 한분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사는 부모님을 말합니다. 부모님들 간에 시간을 균등하게 나누어 살고 있다면, 대부분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님의 정보를 사용하세요. FAFSA 양식 작성 시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여러분은 양부모님의 정보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Q: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지만 결혼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A:

해야 하나요?

출생 또는 입양에 의해서 부모님이 된 경우, 여러분은 두 부모님 모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나 여러분을 지원해주시는 어른이 있더라도, 여러분과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Q: 내가 친척이나 친구가족과 함께 산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할머니나 숙모처럼 같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친족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척이 여러분을 입양한 경우 여러분은 해당 친척의 정보를 FAFSA 작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법정 후견인인 경우, 여러분은 독립한 상태이며 부모님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FAFSA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양식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상담선생님과 상의하거나 FAFSA 문의전화로 전화하세요.

Q: FAFSA작성에 있어 나는 독립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A: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FAFSA 양식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대학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독립한 경우 FAFSA
양식에는 다른 질문이 표시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득과 세대원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했다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A: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에게 부양받는 경우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식에 있는 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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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세대원(Household)
은 누구인가요?

FAFSA 양식에서는 여러분 및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FAFSA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다른 사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부양받고 있는 경우, "세대원(household)"
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 한분 또는 두분 모두.

•
•
•
•

부모님 두분 모두와 함께 사는 경우 2로 계산합니다.

부모님 한분, 양부모님 한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2로 계산합니다.
부모님 한분과 함께 사는 경우 1로 계산합니다.

부모님들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어 살고 있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낸
부모님만 계산합니다. 이 경우 1로 계산합니다.
(해당 부모님이 재혼하신 경우 2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의해 부양받으며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

•
•

집이나 대학에서 함께 사는 형제와 자매(친형제, 이복형제, 의붓형제 포함)

부모님이 절반 이상 부양하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사촌, 고모, 조부모)

바로 여러분 자신! 잊지 말고 세어보세요. 많은 학생들이 잊곤 합니다. . .

Q: 만약 내가 부모님께 부양받고 있지만,
A:

14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세대원의 정보를 사용해야
하나요?

에 대해
원
대
?
의세
여러분 점이 있나요
:
궁금한
하세요
로 전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더라도 여러분의 "세대원
(household)"은 여러분이 법적으로 부양받는 부모님 한분
또는 두분 모두의 세대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법적
양육권이 있는 경우, FAFSA 양식에는 여러분의 어머니의
세대원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FAFSA
문의전화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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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연락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Q: 부모님으로부터 "부양받는(dependent)” 것은 아니지만
A:

"독립한(independent)” 것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 속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아마
두분 중 한분 또는 두분 다 살아 있고 여전히 법적으로 여러분과 연관되어 있지만, 여러분을 포기했거나
보호시설 처분을 받은 경우 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부모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피부양여부 재판단(dependency override)"이 필요합니다.

Q: 피부양여부 재판단(dependency override)은 어떻게 받을 수
A:

있나요?

학교 상담선생님, 대학 재정 지원 상담사나 지역의 대학진학 전문가와 같이 FAFSA를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가능하다면 구하세요. 또는 FAFSA 문의전화로 전화하세요.

첫째, 온라인 FAFSA 양식에서 도움이 될만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FAFSA양식에서 부모님에
관한 정보를 묻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체크박스를 클릭하세요. “부모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양식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할일이
더 있습니다...
둘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재정 지원 담당자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이 담당자들 중 한
명에게 여러분이 피부양여부 재판단(dependency override) 대상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해당 담당자가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 담당자는 여러분의
신청서가 처리될 수 있도록 FAFSA의 직원에게 연락하여 피부양여부를 수동으로 "재판단
(override)”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셋째,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위와 같이 여러분의 사례를 만드세요. 재정 지원
패키지를 얻기 위해 각 대학의 재정 지원 담당자와 연락하여 작업하세요. 가능한 빨리 이
절차를 시작하세요.

Q: 어떤 종류의 입증이 필요한가요?
A: 다음은 피부양여부 재판단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서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상담선생님,
사회복지사 또는 지역 사회 봉사자가 여러분의 사례에 가장 적합한 문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상담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가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다는 사실을
진술한 서신.
부모님 중 한분 또는 두분 모두를 상대로 한 구속 명령 등 경찰 보고서나 법원 서류.

부모님 중 한분 또는 두분 모두 감옥에 있거나 보호처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보고서

여러분이 노숙자이고 혼자사는 경우 "독립한(independent)" 학생으로 판단됩니다. 피부양여부 재판단
(dependency override)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요구하는 입증 자료를 얻기 위해,
여러분 학교 구역의 "노숙자 담당자(homeless liaison)"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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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이해하기

작년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FAFSA는 여러분 및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대학 비용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 소득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신청하기 쉽도록 이 정보의
대부분이 국세청(IRS) 세금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COVID-19는
여러분 가족의 재정 상황을 바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FAFSA작성을 완료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 대학에 연락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세요.
FAFSA의 웹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을 꼭 사용하세요. 온라인에서는 여러분이 처리
해야 하는 모든 질문에 도움이 될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국세청 데이터 검색 도구(IRS Data
Retrieval Tool)"를 사용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능하
면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여러분 가족의 재무 정보를 대부분 작성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여러분의 소득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국세청 데이터 검색 도구(IRS Data Retrieval Tool)는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연방 기관인 미국 국세청(U.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여러분 가족의 세금 정보를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2021년 9월에 대학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FAFSA
는 여러분 가족의 2019 년 세금 신고 내역을 이용할 것입니다.

국세청 데이터 검색 도구(IRS Data Retrieval Tool) 사용에 대한 참고 사항:
여러분의 개인적인 세금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해, 양식 작성을 위해
가져온 국세청(IRS) 데이터는 눈에 보이도록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FAFSA
로 가져온 정보는 다시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걱정되는
경우 이 도구를 사용하지 마세요. 세금 정보를 그냥 직접 입력하세요.

만약 국세청 데이터 검색 도구(IRS Data Retrieval Tool)의 링크가 보이지 않는 다면,
FAFSA 신청서의 문항을 작성하기 위해 그냥 부모님에게 세금 신고 내역을 요청하세요.

COVID-19 가 여러분의 가족이나 재정상태에 큰 영향을 미쳤나요?
여러분은 그래도 이미 제출된 국세청(IRS) 세금 신고 내역을 사용해야 하
는데, 이 자료는 실제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
는 학년의 경우 2019 년 세금 신고 내역이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
학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FAFSA를 제출
한 후에, 지원할 대학에 연락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세요.

질문을 주의 깊게 읽으세요! FAFSA는 여러분의 생활과 가족의 “현재”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및 세대원에 대한 최신의 정보로 질문에 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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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작성 시 재무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Q: 현재의 내 생활이 과거의 세금신고 내역과 맞지 않는 경우 어떻게
A:

해야 하나요?

이것은 특히 COVID-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FAFSA는 2년 전의 세금 정보와 현재의 가족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 세금 신고가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했을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내역을 사용하여
FAFSA양식의 문항에 답하세요. 그런 다음,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재정 지원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필요한 경우 담당자분들은 여러분의 지원내역을 정정합니다.

Q: 국세청 데이터 검색 도구(IRS Data Retrieval Tool)의 링크가
A: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국세청 데이터 검색 도구(IRS Data Retrieval Tool)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AFSA 양식의 시작 부분에 국세청(IRS) 도구가 여러분에게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런 질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FAFSA에서 국세청 데이터 검색 도구(IRS Data Retrieval Tool)의 링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냥 부모님이 제공해주신 정보를 사용하여 문항에 답하면 됩니다.

Q: 만약 부모님이 재무 정보를 공유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A:

해야 하나요?

많은 부모님이 자신들의 소득 정보가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외의 부모님은 이
양식을 작성하면 정부가 부모님에게 대학 학비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부모님의
정보는 안전하고 사적인 것이며 어떠한 조건도 붙어있지 않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또한 FAFSA가 여러분의 미래 대학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설득할 수
있는 어른을 통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Q:	만약 부모님이 미국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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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고용주로부터 세금 서류를 받지

못하거나,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일하는 부모님이나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부모님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AFSA는 가족 소득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추천
사항을 따르세요.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FAFSA 문의전화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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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FAFSA 양식을 제출하세요
여러분은 막 온라인 FAFSA 양식 작성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입력한 정보를 두
번 확인하고 세 번 확인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이 작성된 양식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침에 따르세요. 그런 다음, 모든 것이 잘
되었다면 버튼을 누르고 제출하세요!
하지만 아직 쉴 때가 아닙니다. FAFSA를 제출한 후 주 지원금 신청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해보세요! 대부분의 정보는 FAFSA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여러분의 FAFSA 신청서가
정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이메일을 매일 확인하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메일만
제공됩니다.)

며칠 내에 SAR이라고도 하는 "학생 지원 보고서(Student Aid Report)"
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재무 정보 요약 및 "예상 가족 기여금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의 계산이 포함됩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재정적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생 지원 보고서(Student Aid Report)에 오류는 없는지 살펴보세요.
오류가 보인다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여러분의 신청서에서 수정하세요.
SAR의 "의견(comments)" 항목을 읽고 해결해야 할 추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누락된 정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 여러분의 FAFSA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SAR은 여러분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FAFSA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없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 FAFSA 문의전화(1-800-433-3243)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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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세요!
후속 조치

신청이 완료되면 여러분의 대학 목록에 있는 대학에서 FAFSA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언제든지 목록에 대학을 추가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면 대학들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FAFSA 학생 지원 보고서(Student Aid Report 또는 SAR)를 한 번 더 확
인하여 마지막 순간에 꼬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학생 지원 보고서(Student Aid Report)에 별표(*) 또는 C가 표시되는 경
우, 대학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대학의 지
침을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20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OVID-19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여러분 가족의 소득 또는 세대원이
바뀌었나요?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학의 재정 지원
담당자와 지금 상담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족의 재정상태
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더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Q: FAFSA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A: 대학의 승인 서신(acceptance letters)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경우에 따라

승인 서신(acceptance letters)으로 정부 및 대학 자체의 장학금에서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대학에서는 조금 후에 재정 지원
서신(financial aid letter)를 보낼 것입니다. 각 대학은 여러분에게 서로 다른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Q: 어떤 종류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나요?
A: 여러분의 신청을 승인하는 모든 대학에서는 학비가 얼마나 들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에 가는 것을 돕기 위해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 지를 설명하는 편지나
이메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보조금과 장학금(당신에게 주어진 돈), 대출
(갚아야 하는 돈), 근로 장학(벌 수 있는 돈)이 혼합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재정 지원
패키지(financial aid package)"라고 합니다. 각 패키지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받아들일 만한 대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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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 FAFSA 양식에 있는
정보가 사실임을 입증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FAFSA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요청을 받는 이유는
A:

무엇인가요?

이것은 "검증(verification)"이라는 절차로, 일반적인 절차이며 FAFSA 양식의 최대 30%정도가 매년
검증을 거칩니다.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와 대학에서는 FAFSA 양식에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몇몇 학생을 선발합니다. 때로는 신청자 중에 무작위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FAFSA 양식에 기재한 정보가 일관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은
검증을 수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Q: 검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대학의 재정 지원 부서(financial aid office)에서 연락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일반적인 요청이며, 대부분 여러분 가족의 소득에 대한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국세청
데이터 검색 도구(IRS Data Retrieval Tool)를 사용했던 경우, 내용을 잘 정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의 세금 신고에 대한 국세청(IRS)의 기록내역(transcript,
국세청(IRS)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주의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의 재정 지원 부서(financial aid office)는 FAFSA 양식과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를 비교합니다. 만약
정보 간에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FAFSA 양식을 수정해야 합니다.

Q: 다른 질문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A: 재정 지원 부서(financial aid office)는 여러분 가족의 인원 수와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다른 사람의

수를 확인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타 가족 소득(child support 같은)이나 정부 지원(food
stamps 같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법률상의 신분확인이나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모든 대학에 동일한 정보를 보낼 수 있나요?
A: 각 대학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각 대학은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여 전자 메일 또는
일반 메일을 통해 양식을 보냅니다. 각 대학의 마감 기한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이 없다면, 가능한 빨리 정보를 제공하세요.

Q: 만약 내가 검증 양식을 받았다면, 그것은 대학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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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청을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대학은 입학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정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업을 신속해야 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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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대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무 지원 서신(Financial Aid
Letter)을 읽는 방법

여러분이 기다리던 바로 그날입니다. 첫 번째 대학으로부터 승인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서신으로 학비와 몇 가지 지불 방법을 안내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재정 지원 패키지(financial aid package)” 입니다. 주의 깊게
읽고 여러분이 받은 다른 대학의 지원 제안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서신을 읽고 비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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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격표를 확인하세요.
학비 비교하기

현실적이 될 시간입니다. 어떤 학비가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학교마다 다릅니다.
시작하기 위해, 여러분의 재정 지원 서신(financial aid letter)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상 비용"(estimated
costs)”이라는 항목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서신에는 여러분이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대학은 다른 대학들보다 이 목록을 더 잘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별도로 찾아봐야 하거나, 개인 비용 때문에 직접 계산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학비
(College Costs)

이 비용은 대학이 여러분에게 직접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항목은 적지만
규모는 큽니다.

등록금 및 각종 납부금
(Tuition and fees)

개인 비용(Personal Costs)

이것은 여러분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입니다. 좋은 소식은
조심해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이러한 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 맞추어 예산을 수립해 보세요.

도서비 및 기타 용품비

만약 여러분이 기숙사에
살고 있다면, 숙식비
비용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많은 대학들이
목록에서, 보조금,
대출, 기타 지원금은
학기단위로 제공하지만, 학비와
예상 가족 기여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은
일년단위로 제공합니다. 동일한
기간으로 비용과 지원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학비 예산 계산기
(college budget calculators)
를 웹에서 검색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기숙사에 살지 않는 경우, 주거비
식비, 간식비, 상당한 커피값

일일 또는 본가 방문 시 교통비
여가비

의류비, 세면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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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비교하기

다음으로, 무상지원금을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어떤 종류의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재정 지원 서신(financial aid letter)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신나는 부분 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지원금, 근로장학 그리고 대출의 짧은 목록을 보게될 것입니다. 각 항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모든 지원금은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형태의 재정적 지원은 다른 지원보다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나 장학금과 같이 상환할 필요가 없는 돈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경우에만 대출과 같은 부담이 더 큰 방안을 고려합니다. 다음은
연방 근로 장학 기회와 함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무료" 지원금 목록입니다.

연방 보조금(Federal Grants)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는 연방무료장학금(Pell
Grant)과 보충교육기회 장학금(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입니다
(여러분의 서신에서 “SEOG” 참조). 두 가지
모두 재정적 필요를 기초로 합니다.

주 보조금(State Grants)

많은 주에서 대학에 가기위해 해당 주에 머무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는 유명한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Tuition
Assistance Program)(“TAP" 참조)이 있습니다.
FAFSA 양식을 작성할 때 주 보조금 신청서를 같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 정부 프로그램은
종종 경쟁적이며 "선착순"으로 수여됩니다.

대학 보조금과 개인 장학금
(College Grants and
Private Scholarships)

많은 대학들이 실력(높은 평균 점수 또는 높은 시험
점수), 재정적 필요 또는 운동 능력에 따라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개인 단체 또한 학비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여러분이 찾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지원 서신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대학 상담직원에게 문의하세요.

연방 근로 장학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지원 서신에는
이 프로그램에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지만, 일을 찾고 이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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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비교하기

마지막으로, 대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대학 학비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최소한 적은 규모의 대출이
필요합니다. 빚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대학 학위가
있는 것이 없을 때 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규칙: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돈을 빌려야 한다면, 가능한 한 적게 빌리세요. 정부
지원 대출(government-backed loans)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세요. 정부 지원 대출은 상환금액이 더
연방 퍼킨스 대출(Federal Perkins Loans): 이자율이 낮고, 대학을 졸업한 지 9개월 후까지
적고, 상환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좀 더 너그럽습니다. 일반 대출과 신용카드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시작해서,
없습니다.여러분의
안타깝게도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습니다.
합니다.
가장 좋은
방안부터
재정이
지원
서신에서 단계적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더 이상 이 대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연방 직접 "지원" 대출(Federal Direct “Subsidized” Loans): 대학생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다른 정부 대출보다 저렴할 수 있으며,
상환개시까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연방 직접 “비지원” 대출(Federal Direct “Unsubsidized” Loans): 누구든 비지원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학교에 다니는 동안 상환을 시작하지 않는 한, 총 상환 비용은 지원대출보다
높습니다.
부모 플러스 대출(Parent PLUS Loans): 이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로, 부모님이
여러분의 대학 학비를 지불을 돕기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신용등급이
좋아야 하고 이자율은 높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부모님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만큼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너무 많은 빚을 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 대출(Private Loans): 당신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조심하세요. 수수료와 이자율이 높을 수 있으며, 여러분은 보통 학교에 다니는 동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의: 학생 대출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 정부 지원 학생
대출을 받은 경우 회당 상환액을 줄이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이로 인해 이자 총액과 총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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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출 및 학비 채무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Q: 학생 대출과 상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대출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어떤 대출업자는 여러분이 즉시 상환을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대출업자는 여러분이 졸업 후 거의 1년이 지날때 까지는 상환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가능한 대출을 알아볼 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문의하세요.
“이자율(interest rate)” 이것이 여러분이 빌린 금액에 더하여 상환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이자율을 가능한 한 낮게 지정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정부 지원 대출은 최저 금리를 제공합니다.
“상환 조건(repayment terms)”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대출을
상환하기 시작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달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지 입니다. 정부 지원 대출은 또한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 여러분의 매달 상환금액을 줄이거나 잠시 동안 상환을 중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소득 지역의 교육업무와 같은 특정 직업을
갖는다면 정부는 여러분의 채무를 차감해 줄 수 있습니다.

Q: 나는 연방 학생 대출에서 얼마를 빌릴 수 있나요?
A: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먼저 이
대출을 받아 보세요. 돈이 더 필요하면 보통 비지원 대출을 통해 필요한 금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만 빌리세요.

Q: 얼마나 빌리는게 좋을까요?
A: 이것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의 재정 지원 서신을 보세요. 1학년을 보내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나요? 이후
학년에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4년간 총
학비는 얼마인가요?

이 정보들을 정리했으면, 수치 계산을 위해 재정 지원 계산기(financial aid
calculator)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웹사이트에는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www.finaid.org 웹 사이트에는 여러분이 상환 가능한 대출 규모,
이자율 및 기타 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멋진 계산기가 있습니다. 예시: 만약 여러분이
$37,000의 채무(국내 평균)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통상 이자율로 10년 동안 매달
$425를 갚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졸업 후에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나요? 현실적이 되세요. 여러분이이 원하는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젊은 근로자들은 그 분야에서 얼마를 버나요?
여러분은 다른 비용과 함께 여러분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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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제공내용 비교하기
계산을 하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신청 승인 서신들과 재정 지원 제공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느 학교에 지원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관건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두 가지 재정 지원 패키지(financial
aid packages)를 비교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패키지가 서로 다르게
보일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때때로 패키지들은
내용이 혼란스럽거나 불완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재정 지원 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믿을만한 어른과 상의하세요.
두 개의 가상 학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BigBucks University와 LowerCost
College. 예상 가족 기여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 $2,000라고
가정합시다. 이제 우리는 어떤 학교가
우리에게 더 나은지 알아보기 위해 학비와
다양한 유형의 지원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업료

수업료

출석 비용(Cost of Attendance):
BigBucks가 더 많이 들고, LowerCost
는 더 적게 듭니다. (중요사항:
여러분의 비용에 대한 감각을 제대로
갖기 위해 예산을 직접 책정하세요.
대학들은 대학에서 추정한 비용 중
개인 생활 비용을 예상하는 것에는
종종 서투른 경우가 있습니다.)
두 학교 모두 장학금 및 보조금
지원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재정적 필요성과 여러분의
학업 모두를 보고 얼마를 제공할 지를
결정하는데, 여러분은 잘한것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세요. 무상 지원금은 첫해에만
보장되나요, 아니면 더 오래
보장되나요? 학교에서 좋은 학점을
요구하나요?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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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Bucks University

LowerCost College

출석 비용(Cost of Attendance, 1학년)................$62,000

출석 비용(Cost of Attendance, 1학년)........ $22,000

BigBucks University 장학금.............................. . 38,000

LowerCost College 장학금....................................5,000

보조금, 장학금(GRANTS, SCHOLARSHIPS)

보조금, 장학금(GRANTS, SCHOLARSHIPS)

연방 무료장학금(Pell Grant)................................... 3,500

연방 무료장학금(Pell Grant)................................... 3,500

정산 비용......................................................... $17,500

정산 비용.......................................................$10,500

주 장학금(State Grant)............................................ 3,000

주 장학금(State Grant)............................................ 3,000

대출 및 근로 장학(Loans and Work-Study)

대출 및 근로 장학(Loans and Work-Study)

연방 직접 비지원 대출(Federal Direct
Unsubsidized Loan)............................................... 4,000

연방 직접 비지원 대출(Federal Direct
Unsubsidized Loan)................................................4,000

연방 직접 지원 대출(Federal Direct
Subsidized Loan)..................................................... 1,500

연방 근로 장학(Federal Work-Study)................... 3,000

연방 직접 지원 대출(Federal Direct
Subsidized Loan)......................................................1,500
연방 근로 장학(Federal Work-Study)....................2,000

최종 계산

최종 계산

올해 여러분이 부담해야 하는 차액...................... $7,000

올해 여러분이 부담해야 하는 차액...................... $1,000

총 출석 비용(Total Cost of Attending).........$62,000
총 재정 지원금(Total Financial
Aid Offered)................................................... – $53,000
예상 가족 기여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2,000

(4년간 총 대출 채무 = $30,000)

그런 다음, 정산비용(보조금을 반영한
후에 남게되는 학비)를 살펴보세요.
대출, 근로 장학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여러분이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제 대출을 보세요. 기억할 점은, 일부
대출은 다른 대출보다 저렴하고 관리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능한 최저
부담의 대출을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방 직접 대출(Federal Direct Loans)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도 동일할 수
있지만, 학교의 판단에 따라 퍼킨스 대출
(Perkins Loans) 및 기타 정부 보조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대출 채무를
고려하십시오. 제공되는 대출액을 더한
후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연도로
곱합니다. LowerCost에서는 대출 $5,500
x 4년 = $22,000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근로 장학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돈은
캠퍼스 일터에서 개인 비용으로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을
찾고 해당 시간 동안 일해야 합니다.

총 출석 비용(Total Cost of Attending).........$22,000
총 재정 지원금(Total Financial
Aid Offered).................................................... – $19,000
예상 가족 기여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2,000
(4년간 총 대출 채무 = $22,000)

마지막으로, 맨 아래 줄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1학년에 부담해야 하는
차액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학자금
저축, 가족으로부터의 대출, 또는
여러분의 근로 장학 시간외의 다른
일로 이 돈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여러분이
빌려야 할 금액의 합계를 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경우, BigBucks University
에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하고, 부담해야
하는 더 많은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이 여러분에게 과다한 경우,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학교에 가고 싶다면,
대학 사무실로 전화하세요. 여러분의
지원 패키지에대해 호소하고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비는
학교 선택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즐겁게 다닐 수 있을만한
수준의 학교인지도 확인하세요. 어느 학교든
결정하기 전에 모든 요인을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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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여러분은 FAFSA 양식을 성공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여러분은 재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학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좋은 한 해 되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보관하고 이
가이드도를 잘 보관하세요. 여러분은 내년도 FAFSA
양식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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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지원에 관한 추가 질문?
반드시 FAFSA 웹 사이트에서 시작하세요. 자주 사용하는 검색 엔진에 FAFSA.gov

를 입력하세요. 연방 정부의 새 웹사이트 https://studentaid.gov/h/apply-for-aid/fafsa를
안내해 드립니다.

FAFSA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FAFSA 문의전화(1-800-433-3243)로 문의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1
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동부 표준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
해 전문가와 상담도 가능합니다. 연락처 정보: https://studentaid.gov/help-center/contact.
또는 연방 학생 지원 센터(Federal Student Aid Help Center)
https://studentaid.gov/help-center/answers/landing에 확인하세요.
또한 연방 학생 지원(Federal Student Aid) 웹 사이트의 나머지 부분도 확인하세요.
https://studentaid.gov. 이 웹사이트로 이동해서 다음 사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FSA 양식을 작성하기

어떤 지원금이 가능한지 찾아보기

여러분이 자격이 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학생 대출 받기 및 관리
대학 생활 준비하기

FAFSA 양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준비가 됐나요?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 중 한분은 신청서에 전자 서명을 하기 위해 FSA ID를 받아야 합니다. FSA
ID를 등록하려면 https://fsaid.ed.gov로 이동하세요.

많은 재정 정보가 필요한 대학에 지원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미국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의 CSS 재정 지원 프로필(CSS Financial Aid
PROFILE)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립 학교들은 엄청난 양의 재정 정보를 요구하며
학생들이 이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 양식을 필요로 하는
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https://cssprofile.collegeboard.org/을 참고하세요.

대학과 COVID-19에 관련된 최신 금융정보를 확인하세요.

https://studentaid.gov/announcements-events/coronavirus.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대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 학교 상담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은 바빠보이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
라고 있습니다. 대학의 지원 담당부서, 지역 비영리 단체, 여러분의 고등학교 졸업생으로부터 도움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보세요.

72 Fifth Avenue, 6th floor, New York, NY 10011

이 가이드에 관하여

이 가이드는 The New School에 기반한 정책연구기관인 Center for New York City Affairs에 의해
발행되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10개 언어로 된 가이드의 PDF를 제공하며 교육 및 프레젠테이션에
적합한 대형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것들이 모든 가족뿐만아니라 학교의 상담선생님,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의 재정지원과정을 도와주시는 많은 어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Goddard Riverside
Community Center 내 Options Institute의 대학 상담 및 지도 담당자분들과 도움을 주신 많은 FAFSA
전문가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업무 조직의 리더 또는 구성원, 지역사회 구성원 및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키고 이에
기여하기 위해, 공평한 교육은 12학년 미만의 학생 및 그 이후 교육과정의 모든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역동적인 뉴욕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모든 기여를 늘 필요로 했으며, COVID-19의 엄청난 피해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몇 년 간 더 많은 기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공평성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NYC의 United Way는 이 가이드를 제작하기 위해 Center of New York
City Affairs와 제휴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도구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지금 바로 이 가이드를 공유하세요!

사본을 다운로드하거나 링크하려면 understandingFAFSA.org로 이동하세요. 이 웹 사이트는 10개
언어로 된 가이드의 PDF를 제공하며 교육 및 프레젠테이션에 적합한 대형 자료를 제공합니다. 추가 교육
자료를 보려면 Center for New York City Affairs 웹 사이트(centernyc.org) 또는 Insideschools 웹
사이트(insideschools.org)를 방문하세요.
가족, 대학 진학 상담사 및 교육자를 위한 가이드와 새로운 도구가 포함된 새 웹사이트를
understandingFAFSA.org 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nauerk@newschool.edu 로 Kim Nauer
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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