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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José Peralta 상원 의원의 뉴욕주 드림 액트(NYS DREAM Ac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류미비 학생 및 기타 이민자 학생이 뉴욕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Tuition Assistance
Program, TAP)을 포함한 뉴욕주 산하의 보조금 및 장학금을 신청하여 고등 교육 비용을 지
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관련 보조 자료는 www.hesc.ny.gov/drea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 서비스공사(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 HESC)는 개인의 적격 여부
를 이민 신분과 뉴욕주 고등학교 재학이나 동등한 뉴욕주 고졸 학력 인증 프로그램 참여 상
태와 관련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HESC에 의하면 학자금 지원에 대한 개인의 적격 여부는 이민 신분과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시기와 장소 또는 고
졸 학력 인증(high school equivalency diploma) 획득 시기와 장소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원 가능한 이민 신분

HESC에 의하면 U 또는 T 비자 소유자, TPS 또는 DACA 해당자, 이민 신분이 없는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국 시민, 그린카드 보유자, 망명자 또는 난민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학교 교육

그 외에도 뉴욕주 소재의 학교에 다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부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뉴욕주 소재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
·

뉴욕주 소재의 고등학교에 2년 이상 재학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뉴욕주 고졸 학력 인증을 받았다면:
·

고졸 학력 인증 획득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학원 학자금 지원 학생의 경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NYS 드림 액트 신청이 가능하며, 적격 학생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TAP는 수시로 신청
을 받습니다.
특정 장학금 및 교부금은 별도의 마감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 확인하여 신청 가능한 기타 학자금 지
원 프로그램과 마감 기한을 알아보십시오.
NYS 드림 액트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NYSDREAM@applyISTS.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NYS 드
림 액트 및 뉴욕주 학자금 지원을 감독하는 고등교육 서비스공사(888-697-4372)로 전화해주십시오.
교육 서비스 및 NYS 드림 액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MOIA 웹사이트(on.nyc.gov/NYSDREAMAct)를 방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FAQ)
뉴욕주의 서류미비 학생이 이제 무상 장학금(Pell grants) 및 (FAFSA)와 같이 연방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

아니요. NYS 드림 액트는 무상 장학금 및 FAFSA와 같은 기타 연방 정부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변경은 연방 정부만 다룰 수 있습니다.

NYS 드림 액트는 참여자인 드리머(Dreamers)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나요?
·

·
·

아니요. NYS 드림 액트는 뉴욕주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에 서류미비 학생을 포함한 더 많은 학생에게 지원 자
격을 부여합니다.
본 제정법은 시민권 부여와는 무관합니다. 오직 연방 정부만이 이민 신분과 관련된 연방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De Blasio 행정부는 드리머를 포함한 서류미비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지원하는 연방 정책을 지지하며, 모든
이민자에 대한 정의를 위해 계속 앞장서겠습니다.

재정 지원 신청 시 이민 신분을 공개해야 합니까? 그 정보는 보호를 받게 됩니까?
·

·

예, 그렇습니다. NYS 드림 액트 신청 시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의 이민 신분을 묻습니다. 또한, 합
법적 이민 신분이 없는 학생들은 본인의 신분을 합법화시켜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하거나 자격이 되
는 즉시 그렇게 하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주법 및 연방법은 당사자의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교육 기관이 수집한 학생 정보를 보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