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이 자격에 해당합니까?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학생은 College 
Bound Scholarship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공립 학교에 다니면서 7 학년, 8 학년으로 

무료 할인 점심(Free and Reduced Price 
Lunch, FRPL)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9 
학년으로 신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7 학년과 고등학교 졸업 사이의 기간 중 주 
정부의 위탁 보호를 받고 있거나 주 정부의 
부양자인 경우. 

기타 자격 충족 방법
학생 중 일부는 어느 하나의 시나리오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College Bound 신청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할 경우 지원에 대해 본 
프로그램에 문의하십시오: 

• Washington 주의 사립 학교나 홈스쿨 
프로그램에 다니며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 다른 유형의 위탁 보호를 받고 있으며 FRPL 
대상자가 아닐 경우.

서약 사항은 무엇입니까? 
College Bound 학생은 다음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 누적 평점 2.0 이상으로 Washington 주의 
고등학교나 홈 스쿨 졸업. 

• 대학에 지원. 
• 고등학교 3학년 및 대학 재학 중 매년 학자금 

지원 신청(연방 정부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 또는 Washington 주 재정 지원 신청서
[Washington Application for State Financial 
Aid, WASFA]) 제출. 

• 중범죄 선고를 받지 않음. 

본인이 College Bound 
학생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은 우편으로 College Bound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추가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여러분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락 정보에 이동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프로그램 직원에게 
이를 알리십시오.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증명서를 수령하고 나면 프로그램 직원이 
계속해서 주요 정보와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 
상기시켜 주게 됩니다.

장학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 장학금 서약 요건을 이행하고 주 정부의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십시오. 
• 고등학교 3 학년 및 대학 재학 중 매년 학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하십시오. 해당 대학에서 
여러분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대상 대학에 합격하여 다니십시오—65 개 
이상의 학교가 있습니다! 

•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에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십시오.

중학생: 의료계에 관심이 있습니까? 건설업? 비디오 게임 디자인? 사업체 운영?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직업과 상관없이 College Bound Scholarship
을 통해 여러분에게 맞는 학교에 다니면서 학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College Bound는 College Bound 서약 사항을 이행하는 자격있는 학생들에게 
주 정부가 조기에 약속하는 학자금 지원을 말합니다. College Bound Scholarship은 Washington 주 내 65 개 이상의 단과 대학, 종합 대학 및 기술 
학교에서의 평균 등록금과 수수료,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은 College Bound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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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Bound Scholarship

가족 
구성원 수 연 소득1

2 $33,874
3 $42,606
4 $51,338
5 $60,070 
6 $68,802 

추가 인원2
$8,732 
추가 

월 소득 주 소득

$2,823 $652
$3,551 $820
$4,279 $988
$5,006 $1,156 
$5,734 $1,324 
$728
추가

$168
추가 

1 세대 소득은 본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 각 추가 세대원에 대해 달러 금액을 추가하십시오.

FRPL 자격이 있을 경우 본인 학교에서 신청하면 
College Bound에 자동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College Bound Scholarship은 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Washington 주 학업 성취 위원회에서 이를 관리합니다. 본 프로그램과 학자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collegebound.wa.gov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collegebound@wsac.wa.gov로 저희에게 연락하거나, 888-535-0747로 전화하여 1 번을 
선택하십시오.

 College Bound Scholarship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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