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교 규정: 003769

2018-19

재정 지원 프로그램 데이터 시트
재정 지원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시작하기:

http://bellevuecollege.edu/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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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학교 코드 003769를 사용하여 2018-19 연방 학생 보조금 신청서
(FAFSA)를 www.fafsa.gov에서 작성한 후 제출하십시오.

DREAMer 학생에만 해당하는 사항:
2018-19 워싱턴 주 재정 지원 신청서(WASFA)를
http://readysetgrad.org.wasfa에서 작성한 후 제출하십시오.

A. 오류 해결
서명 누락, 시민권 증명서, 조세 정보와 수치 불일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불일치, 선택적 서비스 등록과 같은 신청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
•
•
•

B. 검증
검증에 선정된 경우 FAFSA 또는 WASFA에 신고한 2016년도 소득 및
기타 항목에 대한 추가 서류를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지
원 신고서(Student Aid Report, SAR) 또는 BC 이메일 확인하여 필요
한 서류를 판단하십시오.

•

고등학교 졸업장 보유, GED 또는 주 법률에 따른
고등 교육 수준의 홈스쿨링 이수.
적격 BC 프로그램을 확인하십시오. 재정 지원
사무소와 상담하여 프로그램 자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미국 시민 또는 유자격 미국외 시민.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선택적 서비스
(Selective Services)에 등록합니다(18세~25세
남성인 경우).
BS 재정 지원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SAP
가이드라인 브로셔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학업
프로그램에서 만족스러운 학위 진행 과정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SAP)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조금 상환을 대출할 수 없거나 연방 교육 자금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감 기한
2018-19 온라인 BC 재정 지원 신청서(참고: BC 가입(BC Admission)
을 신청하고 BC 이메일 계정을 만든 후에 이 단계를 완료해야 함)를
작성하십시오.

재정 지원 포털(http://bellevuecollege.edu/fa/status/)에서 온라
인으로 신청서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사무소가 제공하
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기한에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2018년도 여름 사분기

2018년 4월 13일

2018년도 가을 사분기

2018년 6월 29일

2019년도 겨울 사분기

2018년 11월 9일

2019년도 봄 사분기

2019년 2월 15일

Bellevue College는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인종 또
는 민족, 교리, 피부색, 국적, 성별, 결혼 상태, 성적 지향성, 나이,
종교, 유전 정보, 감각,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 여부, 성 정체성 또
는 퇴역 군인 상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정책 4150을
www.bellevuecollege.edu/policies/에서 확인하십시오.

몇 학점을 들어야 하나요?*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풀타임으로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관리가 가능하고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개수의 수업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여 안내서(Award notification letter)에 기재된 수여금은 일반적으로 풀타임 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 상태 변경(Enrollment Status Change) 양식을
http://bellevuecollege.edu/fa/forms/에서 작성하십시오. 등록한 학점 수에 따라 수여 금액이 감액되거나 증액됩니다. 아래 차트는 등록한 학점 수에 따라 수
여금이 감액될 수 있 방법을 보여줍니다.

등록 상태

학점 수

제공되는 보조금 백분율

풀타임

12학점 이상

100%

¾ 타임

9~11학점

75%

½ 타임

6~8학점

50%

½ 타임 미만

1~5학점

25% 이하. 이 학점 수준에서는 대출을 이
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학위 또는 자격증과 관련이 없는 수업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정 지원 유형

학생이 알아야 할 권리

재정 지원 수여금은 보조금, 근로-학업 및 대출로 구성됩니다. 대출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근로-학
업은 학년도 동안 파트타임 근로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의 여름 기간에는 풀타임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State Need Grant,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및 BC Grant 등의 일부 기금은 선
착순으로 제한적으로 수여됩니다. 빨리 신청하십시오!

공공 공개

참고: 학사 또는 동등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학생 대출 및 근로-학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명

프로그램

(거주자 전용)

설명

(모든 학생)

주 재정 보조(State
Need Grant)

학부생 주 보조

연방 Pell 보조

학부생 보조

BC 보조(Grant)

제한적 기관 기금

연방 보충 교육 기
회 보조(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예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생 보조

주 근로-학업(State
Work-Study)

근로 제공

연방 근로-학업
(Federal Work-Study)

근로 제공

BC 면제(Waiver)

제한적 기관 기금

Stafford 대출
보조/비보조
(Loans Subsidized/
Unsubsidized)

연방 대출 프로그램

학부모 대출(PLUS)

피부양 학생 학부모를
위한 대출

Bellevue College는 졸업률, 정책, 유권자 정보, 장애
인 학생 액세스 및 기타 정보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
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bellevuecollege.edu/
publicdisclosu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Student Central
Financial Aid Office, B123
3000 Landerholm Circle SE
Bellevue, WA 98007-6484
전화 번호: (425) 564-2227
팩스 번호: (425) 564-6196

3000 Landerholm Circle SE
Bellevue, WA 98007-6484

www.bellevuecollege.edu

총학비(Cost of Attendance)
이러한 수치는 1년 동안 학생이 BC에 출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한 것입니다. 최신 예산 및 정보는
http://bellevuecollege.edu/fa/apply/cos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A.S.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학부모 포함

외부

비거주

외부

$4,167

$4,167

$9,585

$6,546

$840

$840

$840

$840

임대료/식품/유틸리티

$3,210

$10,260

$10,260

$10,260

교통

$1,140

$1,140

$1,140

$1,140

기타/개인 경비

$1,830

$2,310

$2,310

$2,310

합계

$11,187

$18,717

$24,135

$21,096

수업/비용 *추산
책/생활용품

예상 가정 분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연방 학생 지원 무료 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는 연방 방식을 사용하여 소
득, 재산 및 신청서에 신고된 기타 데이터를 토대로 예상 가정 분담금(EFC)을 계산합니다. EFC는 귀하 및
가정이 해당 학년 동안의 교육비를 분담해야 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수여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연방 및 주 정부는 제공되는 금액 및 유형을 규제하므로 자금 수여 시에는 총학비(Cost of Attendance,
COA) 또는 학생의 미충족 필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필요 금액은 COA에서 가정 분담금(미충족 필
요 비용과 동일)을 빼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
집에서 거주하는 WA 거주자의 총학비:............... $11,187
예상 가정 분담금(FAFSA에서):.............................. - $3,200
미충족 필요 비용:......................................................= $7,987

추가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장학금

www.bellevuecollege.edu/scholarships
www.theWashBoard.org
www.fastweb.com
www.collegeboard.org

노동자 교육

www.bellevuecollege.edu/we
www.bellevuecollege.edu/
enrollment/costs/assistance
(425) 564-4054

퇴역 군인

챕터 30, 24/30 은퇴, 32, 35, 1606, 901 및 903에 대
한 교육 혜택 및 정보.
http://bellevuecollege.edu/veterans/
(425) 564-2220

재정 지원 자원
대학 수업료 지불, 금전 관리 및 BC에서의 재정 지
원 방법과 관련한 연방, 주 및 기타 리소스에 대한
링크를 http://bellevuecollege.edu/fa/에서 확인하
십시오.

•
•
•
•
•
•

Internal Revenue Service, 전화 번호:
(800) 829-1040 또는 웹 사이트: www.irs.gov/
FAFSA 지원 팀, 전화 번호: (800) 433-3243 또는
웹 사이트: www.fafsa.gov/
소셜 시큐리티 관리, 전화 번호: (800) 772-1213
또는 웹 사이트: www.ssa.gov/
대출 이력, 웹 사이트: www.nslds.ed.gov/
연방 대출 옴부즈맨, 전화 번호: (877) 557-2575
또는 웹 사이트: www.ombudsman.ed.gov/
유학 정보 , 웹 사이트: http://depts.
bellevuecollege.edu/studyabroad/

이 자료의 정보는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고 Bellevue
College와 학생 사이의 계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PS 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