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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NYC Kids RISE Save for College Program(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 )에서 
비영리단체인 NYC Kids RISE 와 제휴했습니다 . 이 무료 프로그램은 자격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격 대학 및 직업 훈련 비용과 함께 NYC 장학금 계좌를 제공합니다 . NYC Kids 
RISE 는 각 학생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각 계좌에 $100 를 입금해 드립니다 . 이 초기 
입금 외에도 , NYC Kids RISE 는 장학금 계좌를 위한 기금을 매년 모금하는 데 커뮤니티를 
참여시킵니다. 프로그램이 2017 년에 시작된 이래 , 커뮤니티 파트너 , 지역 기업 , 이웃 및 
기타 인원들은 참여 학생들의 미래 대학 및 직업 훈련 비용을 위해 360 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Save for College Program(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 )에 대한 상세 내용은 
http://nyckidsrise.org 를 방문하십시오 .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학생 자격 요건 : 

• 2017 년 이후 유치원 입학 시작 및 
• 약 60 일 동안 참여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참여 학교 

참여 커뮤니티 30 학군 학교 

• P.S. 002 Alfred Zimberg 
• P.S. 011 Kathryn Phelan 
• P.S. 017 Henry David Thoreau 
• P.S. 069 Jackson Heights 
• P.S. 070 
• P.S. 076 William Hallet 
• P.S./I.S. 78Q 
• P.S. 084 Steinway 
• P.S. 085 Judge Charles Vallone 
• P.S. 092 Harry T. Stewart Sr. 
• P.S. 111 Jacob Blackwell 
• P.S. 112 Dutch Kills 
• P.S. 122 Mamie Fay 
• P.S. 127 Aerospace Science Magnet School 
• P.S. 148 Queens 
• P.S. 149 Christa Mcauliffe 
• P.S. 150 Queens 
• P.S. 151 Mary D. Carter 
• P.S. 152 Gwendoline N. Alleyn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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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166 Henry Gradstein 
• P.S. 171 Peter G. Van Alst 
• P.S. 212 
• P.S. Q222 - Fire Fighter Christopher A. Santora School 
• P.S. 228 Early Childhood Magnet School of the Arts 
• P.S. 234 
• P.S. 280 
• The 30th Avenue School (G&T Citywide) 
• East Elmhurst Community School 
• The Woodside Community School 
• P.S. 384 
• P.S. 398 The Héctor Figueroa School 

참여 75 학군 학교 

• The Riverview School (P277 @ Q76 및 P277 @ Q78 지역만) 
• P255(Q397 지역만) 
• P4(Skillman 지역만) 

참여 차터 스쿨 

• Academy of the City Charter School 
• Growing Up Green Charter School 
• Our World Neighborhood Charter School 
• Renaissance Charter School 
• VOICE Charter School of New York 

계좌는 어떻게 개설됩니까 ? 
해당 학생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 귀하와 해당 학생에 대한 정보를 NYC Kids RISE 와 
파트너인 VistaShare 에 제공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떤 정보가 공유됩니까 ? 
귀하와 해당 학생에 대한 "명부 정보 "로 알려진 것만 공유할 것입니다 . 

학생 명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프로그램 고유의 학생 식별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집 주소 
• 학생의 집 주소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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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전화번호 
• 학교 이름 
• 현재 학년 
• 학생의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 
• 해당될 경우 NYC 공립학교 시스템 내외부 모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여부 

학부모 명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프로그램 고유의 학부모 식별 번호 
• 성명 
• 이메일 주소 
• 학부모/보호자의 휴대폰 및 /또는 다른 전화번호 . 

명부 정보는 누가 받습니까 ? 
NYC Kids RISE 및 VistaShare 입니다. 

NYC Kids RISE 및 VistaShare 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 
NYC Kids RISE 와 VistaShare 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만 이 명부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그 어떤 조직도 광고 , 마케팅 또는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명부 정보를 매매하거나 사용 또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 사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명부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저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학생 정보 공유에 대해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 
연방법인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의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단, 
귀하가 요청하지 않아도 , 귀하와 해당 자녀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을 등록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학생이 약 60 일 동안 참여 
학교 중 하나에 재학 중이면 자동으로 등록되고 NYC 장학금 계좌를 배정 받게 됩니다 . 매 
NYC 장학금 계좌마다 NYC Kids RISE 에서 처음에 한하여 $100 예금을 자동으로 적립해 
드립니다. 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돈을 한 푼도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내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까 ? 
안타ð게도, NYC Kids RISE 와 VistaShare 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해당 정보가 
ñ요합니다. 

프로그램에서 òó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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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자녀 학교의 학부모 ôõö이터에게 인÷된 òó ø식을 
요청하십시오. 학부모/보호자는 ù대한 ú리 ø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학교 사무û에게 
제ü해야 합니다 . òó 기한은 해당 ø식에서 ý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까지 òó하지 않으면 위에 þ거된 명부 정보를 NYC Kids RISE 및 VistaShare 와 
공유하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 이 페이지를 읽는 날짜에 따라 òó 기한이 지났을 
수도 있고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언제든 자녀의 계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계속 읽으시거나 òó 또는 취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해당 학교의 학부모 ôõö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 

질문이 있으면 누구에게 문의하면 됩니까 ? 
다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 학부모 ôõö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 

•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할 정보 유형 
• 프로그램 òó 
• 자녀의 계좌 해지 
• 프로그램에 재등록 

궁금한 사항은 NYC Kids RISE 에 833-543-7473 번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거나 
info@nyckidsrise.org 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계좌에서 사용하는 투자 유형 
• 매칭 현금 
• 자격 
• 기타 프로그램 û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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