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lege Bound Scholarship이 무엇인가요? 
중학교 학생: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나요? 의료 서비스? 건설? 비디오 게임 디자인? 사업 운영? 장래 희망이 무엇이든, College Bound Scholarship이 꼭 
맞는 학교에 다니며 학비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College Bound는 중학교에 등록하고 College Bound 서약을 이행하는 유자격 학생들을 
지원하겠다는 주재정 지원의 초기 약속입니다. College Bound Scholarship은 워싱턴 내 60개 이상의 컬리지, 대학 및 기술 학교에서의 평균 학비, 비용 
및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귀하는 College Bound입니까? 

자격은 무엇인가요? 
7학년이나 8학년이고 다음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하십시오. 
► 가족이 아래 표에 있는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 위탁 가정이거나 주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 가족이 기본 식품 또는 TANF 혜택을 받습니다.

2020-21년 소득표 

가구 규모 연간

소득* 
월간

소득

주간

소득

2 $31,894 $2,658 $614 

3 $40,182 $3,349 $773 

4 $48,470 $4,040 $933 

5 $56,758 $4,730 $1,092 

6 $65,046 $5,421 $1,251 

추가

가구원당 $8,288 $691 $160 

*가구 소득은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collegebound.wa.gov. 학교 카운슬러와 
확인하십시오. 학교에서 신청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약 
College Bound 학생은 다음을 약속해야 합니다. 
► 워싱턴주 고등학교나 홈스쿨링을 누적 2.0
GPA 이상으로
졸업합니다.

► 대학에 지원합니다.

► 연방 학생 지원 무료 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 또는 주재정
지원 워싱턴 신청서(Washington Application for
State Financial Aid, WASFA)를 고등학교 졸업
학년의 10월 1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합니다. 

► 범죄 기록이 없습니다.

마감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8학년 말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졸업반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단으로 마감 기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Collegebound.wa.gov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잘 신청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College Bound 신청이 시작되면, 학부모와 
학생의 서명이 모두 필요한 누락 정보
서신(Missing Information Letter, MIL)을 받게 
됩니다. 어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College Bound 증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College Bound 신청을 완료하고 증서를 수령하면, 
해당 프로그램 직원이 중요 정보 및 업데이트
내용을 계속해 알려줄 것입니다. 

장학금 수령 방법 
► 장학금 서약 요건을 이행하고 주 거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 FAFSA나 WASFA를 졸업 학년 및 대학에서
매년 제출하여
소득 자격을 확인합니다. 

► 적격한 대학에 합격하여 해당 대학에
다닙니다.

► 성실하게 학업에 임합니다.

College Bound Scholarship은 주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Washington Student Achievement Council에서 

운영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워싱턴 내 기타 재정 지원 옵션을 확인하려면 collegebound.wa.gov 방문, 

collegebound@wsac.wa.gov, 로 이메일 문의, 또는 888-535-0747번(옵션 1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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