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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유타주의 미등록 학생 및
DACA 수령자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칼리지 진학 및 등록금 납부
선택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도록 만들어졌습니다.

fafsahelp@ushe.edu / 801-366-8487

칼리지 진학
유타주 칼리지 진학
미등록 학생 및DACA 수령자는 유타주의 칼리지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이민자 지위에 관
계 없이 유타 주에서 인가를 받은 칼리지와 대학교
(공립 또는 사립)에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허가를 받아 사용된 Nathan Dumlao의 사진

칼리지 수업료 납부
주 내 수업료
Utah House Bill(유타주 하원 법안) 144에
따라 미등록 학생은 3년 이상 유타주 고등
학교에 다니고 유타주 고등학교를 졸업했
거나 유타주 GED를 받은 경우 주 내 수업
료를 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학생은 자격
을 얻기 위해 칼리지를 통해 HB 144
Affidavit(선서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 외부 칼리지 진학
각 주는 미등록 학생 및 DACA 수령자의 칼리지 입
학에 관련된 자체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입학하고
자 하는 칼리지의 입학처와 본인의 선택사항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연방 학자
금 무료 신청서, FAFSA)는 학생이 Pell 보조금, 근로
학생, 연방 학자금 대출 등 연방 기금을 신청하기 위
해 매년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입니다.
특정"자격을 갖춘 외국인(eligible noncitizens)"은
FAFSA를 작성하고 연방 학자금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FAFSA를 작성
하기 위해서는 FAFSA에 "외국인 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umber)"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장학금
서류미비 학생은 사립, 일부 주 및/또는 기 현행법에 따라 미등록 학생 및 DACA 수령자는 자격
관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을 갖춘 외국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방 학
자금을 신청할 자격을 갖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미
학생은 자격을 갖고 있는 모든 장학금을
등록 학생과 DACA 수령자는 FAF를 작성할 필요가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는 웹사 없습니다. FAFSA를 작성해야 하는 장학금을 신청하
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 경우, 본인의 칼리지나 대학교의 학자금 지원 부
Keys to Success
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Dream Centers (SLCC & UU)
Edúcate-Utah
미국 시민권자이나 부모가 미등록자인 경우, FAFSA
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사회보장번호에 0을 기입하고 인쇄 후 서명하여
FAFSA 서명 페이지를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