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재정 보조 신청 방법
FAFSA (연방정부 학생 학자금 보조 무료 신청서)를 작성한다




www.fafsa.ed.gov 를 방문하십시오.
FSA (연방정부 학생 학자금 보조) ID 를 사용하여 FAFSA에 전자 서명을 하십시오. FAFSA 웹사이트에서 FSA ID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AFSA 에 귀하의 부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귀하의 부모님도 FSA ID 가 필요합니다.
당교는 귀하의 FAFSA 정보를 받으면, 귀하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출하여야 하는 기타 서류/서식을 입수하도록 포털을 살펴보는
방법을 알려 드릴 것입니다.

요청된 서식을 제출한다
온라인 학자금 재정 보조 포털에서 귀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당교의 서식은 당교 웹사이트 www.edcc.edu/finaid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은 필요한 모든 서식과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완료되어 처리 준비가 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입생
모든 신입생들은 다음을 해야 합니다.


Edmonds Community College (에드먼드 커뮤니티 대학)에 입학한다.





학자금 재정 보조 정보지 서식을 작성한다(복학생도 작성해야 함).
대출을 원하는 경우, 정보지의 대출 신청난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서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깊게 그리고 자주 포털을 살펴보십시오.

그 처리 과정 동안 앞서서 주도한다
질문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연락하십시오! 요청에 응하십시오!

신청은 완료 날짜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당교는 보통 5월에 신학년에 대한 신청 서류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귀하가 시작하기를 원하는 분기가 시작될 때까지 지급이 처리되거나 지연되도록 다음과 같은 완료 기한 날짜를 지키십시오.
(날짜는 잠정적인 것입니다. 가장 최신 날짜에 대하여는 당교의 학자금 재정 보조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여름 – 6월 1일

가을 – 7월 15일

겨울 – 11월 15일

봄 – 3월 1일

특별한 상황
귀하가 보조 신청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귀하가 보조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이례적이거나 특별한 상황에 처한 경우,
귀하는 특별한 상황이 참작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에 대한 서식은 당교 웹사이트 www.edcc.edu/finaid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독립된 신분에 대한 검토 – 귀하가 피부양자로 간주되지만 부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독립된 신분이 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재계산 – 귀하의 수입이 기준 년도에 너무 높았고 지금은 줄어든 경우, 귀하는 수입 조정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학년에 대한 서식은 9월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시민 신분 – 귀하가 귀하의 부적격 시민 신분으로 인해 FAFSA 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WASFA (연방정부 학생
학자금 보조 워싱턴주 신청서)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www.readysetgrad.org/wasfa 에서 온라인으로 이
신청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교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포털을 사용하여 귀하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www.edcc.edu/finaid 에서 온라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질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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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자금 재정 보조 참고자원
학자금 재정 보조 포털: www.edcc.edu/finaid
이 포털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귀하의 신청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본다
귀하의 신청이 처리되면 귀하의 학자금 재정 보조금 지급 판정을 살펴본다

지원 신청서: www.edcc.edu/finaid
이 서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귀하의 신청에 대해 질문을 한다
 당교의 처리 현황에 대해 질문을 한다

이것은 당교에 연락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귀하의 질문에 가장 잘 답변을 할 수
있는 학자금 재정 보조 사무처에 보냅니다.

온라인 입학 학자금 대출 상담: https://studentloans.gov
본 상담은 귀하가 학생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Undergraduate Student Session (학부생 난)을
클릭하십시오.

기본 약속 어음에 온라인으로 서명하십시오 (MPN): https://studentloans.gov
본 상담은 귀하가 학생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귀하의 연방 FAFSA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여
기본 약속어음에 전자 서명을 하십시오.

검증을 하기 위해 귀하가 선정되었고 세무신고서가 필요하십니까?
검증을 하기 위해 귀하가 선정되고, 귀하가 FAFSA를 통해 IRS Data Retrieval Tool (미국 국세청 데이터 검색 툴)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었을 경우, 귀하는 귀하의 Tax Return Transcript (세무신고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www.irs.gov 에서 또는 (800)908-9946번으로 전화하여 귀하의 “세무신고서” 를
귀하에게 우편으로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교는 실제의 1040 세무 신고서 사본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귀하는 요청된 과세 년도에 대하여 IRS (미국 국세청) 에서 직접 발급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학금 정보
www.thewashboard.org
www.finaid.org
www.fastweb.com
www.edcc.edu/foundation

차별금지 선언문
Edmonds Community College는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 성별; 장애; 성적 성향; 나이; 시민, 혼인 또는 참전군인 신분; 또는
유전 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