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적인 대학을 위한 1학년 기금  

 
 

성공적인 대학을 위한 1 학년 기금이란 무엇인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GUSD)의 성공적인 대학 기금은 아동들의 저축구좌 프로그램입니다. GUSD 는 

2020 년 6 월 1 일 현재 GUSD 에 등록된 모든 1 학년 학생들을 위해 대학 저축구좌를 개설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학생 지원 위원회(California Student Aid Commission) 보조금을 사용하여, GUSD 는 1 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대학 구좌에 $50 기금을 배당합니다. 이 금액은 학생들(수혜자)을 위해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GUSD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이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대학을 위한 1 학년 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은 아동들을 위한 개인 

구좌를 또한 개설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시길 권장합니다.         

 

GUSD 는 왜 이 프로그램을 제안하는가?   
경제가 계속 변화되는 까닭에, 고등교육이나 직업훈련 필요는 노동시장에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비용은 해가 가면서 매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가능한 한 빨리 대학을 위한 저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위한 저축은 미리 투자하는 

것이며 신뢰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우 적은 숫자의 가족이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전통적인 대학 저축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학을 위한 1 학년 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GUSD 는 가족들이 아동의 미래를 향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대학 저축 문화를 

글렌데일에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대학을 위한 1 학년 저축이 왜 GUSD 가족들에게 중요한가?  
어린 나이에 구좌를 갖는 것은 GUSD 가정들이 장기간에 걸쳐 대학 저축 구좌에 정기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자녀들을 위한 기금 축적을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축하는 1 불마다 미래에 $2.44 의 학생 

융자에 이자를 더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1  오늘날 미국 경제에서 이같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 옵션은 거의 없습니다.       

대학 저축구좌를 갖는  것은 대학 진학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좌를 갖는 

효과는 구좌에 저축한 금액과는 독립적으로 대학 등록과 진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들에게 구좌가 있다는 

것은 고등학교 이후 교육을 계속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기대를 갖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 참여와 

노력을 늘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것은 준비 수준과 학업 성취를 높입니다.                         

 

이 기금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은 전적으로 캘리포니아 학생 지원 위원회(California Student Aid Commission) 

보조금과 사적인 기부금으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GUSD 기금도 이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1 ScholarShare 에 의해 제공된 데이타에 근거함, https://www.scholarshare529.com/plan/borrowing.shtml 

https://www.scholarshare529.com/plan/borrowing.shtml


성공적인 대학 기금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구좌 구성  
GUSD 의 성공적인 대학을 위한 1 학년 기금은 모든 1 학년 학생들 (수혜자)이 두 개의 저축구좌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GUSD 는 ScholarShare 와 함께 첫 번째 구좌를 개설합니다. ScholarShare 

는 캘리포니아 주의 529 대학 저축 계획입니다. GUSD 는 2020 년 6 월 1 일 현재, GUSD 에 등록된 모든 

1 학년 학생들을 위한 투자 계획으로 $50 입금을 위해 이 구좌 플렛폼을 사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좌는 1 학년 학생들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에 의해 직접 개설될 수 있습니다. GUSD 는 개별적인 

대학 저축 구좌 개설에서 가족들을 돕기 위해  Glendale Area Schools Credit Union (GASCU)와 동반자 

관계에 있습니다. GASCU 직원들이 GUSD 전체 학교들을 방문할 것이며 가족들 자신의 구좌 개설을 도울 

것입니다. 이 구좌들은 커버델 구좌 (Coverdell Accounts)로 부르며 일반적으로 이자가 붙는 저축구좌와 

비슷합니다.    

학부모 또는 후견인들은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으로 고안된 아웃컴 트렉커(Outcome Tracker)를 통해 양 

구좌 잔고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자발적인 참여  
성공적인 대학을 위한 1 학년 기금 참여는 엄격하게 자발적입니다. 모든 1 학년 아동들은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등록되는 한편 가족들은 온라인에서 프로그램 탈퇴 서식 (Program Withdrawal Form)을 

작성하거나 종이로 인쇄된 서식에 서명하고 223 North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에 위치한 

GUSD 학생 지원 서비스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용 또는 수수료가 없다.   
이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어떠한 비용이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구좌와 연관되어 어떠한 월별 비용이나 

수수료도 없습니다.   

 

혜택 
현재, GUSD 는 교육구내 모든 1 학년 학생들에게 $50 의 초기 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예상되는 대학 입학 년도에 근거하여 나이에 적절한 포트폴리오로 투자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수혜자는 

GUSD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이 기금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투자된 금액의 시장 가치는 GUSD 고등학교 

졸업시 수혜자에게 가용될 것이며 학생 비용 지불로 대학이나 경력 준비 프로그램에 직접 보내질 것입니다.      

 

졸업 
GUSD 에 1 학년으로 등록하는 학생이 이러한 혜택에 접근하기 위해선 GUSD 고등학교를 또한 졸업해야만 

합니다. 어느 시기에 교육구를 떠나가는 것은 프로그램 혜택 취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학생은 

부모/후견인이 개설한 어떠한 대학 저축 구좌에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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