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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보조 관련 월별 체크 리스트

                                                   Simon Lee, CPA (626-862-3596)

    바야흐로 대학 입학 신청 정규시즌이 시작되었다. 우리 한인들에게 인기 높은 UC계열의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었고, 특히 지원자가 많았던 Cal State 계열의 경우 올해에 일찍 지원 마감을 앞당긴 학교도 많다. 또한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금년 12월에 마감되므로 이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는 정말 바쁜 시간들이 될 것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것중 하나는 이러한 대학 진학 신청과정에서 학자금 보조 신청 사실이 자녀의 입학 사정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것인데, 이는 대학의 방침을 잘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입학 신청의 사정시 Need-blind라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데 이는 입학여부를 결정할 때 학생의 재정상태를 고려치 않으며, 실제 입학 신청과 별도로 학자금 보조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로 하여금 학업 성적 관리 및 입학원서 작성에 전념케 하고, 학자금 보조 신청은 부모님들께서 관여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진다.

    이런 학자금 보조 및 입학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일정에 따른 주요 월별 처리 사항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싶어 소개하고자 한다.
   
    9월중 진행 사항
	각 대학별 입학 및 학자금 보조 신청 마감일을 확인 할 것
	10월에 치를 SAT 또는 ACT 테스트에 신청할 것
	원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추천서를 선생님을 비롯한 해당자들에게 부탁해 놓을 것
	모든 신청 절차에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확정지을 것

    
    10월중 진행 사항
	학교에 Cal Grant에서 요구하는 GPA증명서를 California Student Aid Commission에 보내도록 부탁할 것.
	California에서 요구하는 고교 졸업시험을 패스할 것(Cal Grant를 받기위한 기본 조건임)
	사립학교등에 지원할 경우 College Board에서 실시하는 CSS Profile을 위한 등록절차를 마칠 것

    
    11월중 진행 사항
	FAFSA시 인터넷으로 싸인할 때 필요한 학생 및 부모님의 PIN을 신청할 것
	조기전형을 비롯한 각 사립 대학등에 입학 신청을 준비할 것

UC 및 CSU에 입학을 신청할 것
    
    
    12월중 진행 사항
	학생 및 부모님이 받는 급여의 명세서를 준비해 둘 것
	사립학교의 입학 신청 마감일을 주의할 것

     
     1월중 진행 사항
	FAFSA신청을 가능한한 빨리 시작할 것
	앞서 말한 Cal Grant를 위한 성적증명서가 제대로 발송되었는지 확인할 것

CSS Profile을 비롯한 학자금 보조 신청 마감일을 확인할 것
     
    2월중 진행 사항
	Cal Grant의 진행사항을 인터넥 싸이트에서 조회해 볼 것

FAFSA후 통보받는 Student Aid Report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
	학생 및 부모님의 Tax Return을 가능한한 빨리 보고할 것
	필요할 경우 Student Aid Report를 Update할 것
     
    3월중 진행 사항
	California Aid Report(Cal Grant)를 받게 되면 면밀히 검토할 것

     
    4월중 진행 사항
	합격 발표된 학교로 부터 받은 래터의 내용과 학자금 보조의 제시 내용을 검토후 학교를 결정할 것
	학교결정의 마감일까지 요구된 디파짓을 해 놓을 것
	혹 그동안 받은 외부 장학금의 금액을 학교에 통지할 것

     
    5월이후 진행 사항
	학교에서 요구하는 소득 및 재산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Student Loan 또는 Plus Loan을 신청할 경우 Note에 싸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칠 것

    
  이상 소개한 제반 진행 사항을 염두해 두어 자녀의 복잡한 입학 및 학자금 보조 신청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