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세기 학자 프로그램
7 학년과 8 학년 학부모님들께: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 주의 21 세기 학자 프로그램은 재정 필요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후 적격한 인디애나
주의 전문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최대 4 년까지 학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1 세기 학자
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이나 직업에 있어서 성공적인 진로 탐색을 돕는 프로그램들과
많은 지원 자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 소득별 자격 기준에 맞는 인디애나 주의 7 학년과 8 학년 학생들이 21 세기 학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학생이 8 학년때 6 월 30 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21 세기 학자 프로그램 학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21 세기 학자 프로그램을 끝마쳐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학 학습과
직업의 성공으로 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년별 활동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ore 40 학위와 4.0 만점에서 최소 2.5 이상의 평균 학점(GPA)을 받고 주에서 공인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불법 마약을 복용하지 않고,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음주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가 되기 전에 음주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등학교 4 학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학 졸업때까지 매년 4 월 15 일까지 연방 학생
보조 무료 신청서(FAFSA)를 제출하십시오.
 고등학교 4 학년 때 자격 있는 인디애나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 년이내에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하십시오.
 입학한 대학에서 정한 학업 만족 진행도(SAP)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시에 학위를 받으려면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매해마다 30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Scolars.IN.gov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다음 사항들을 제출하십시오:
신청학생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해당되는 경우 개인세금확인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2021 년 세대의 모든 가족 구성원의 총수입액.
만약 2022 년 12 월 31 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2022 년 총수입액을 사용하십시오.
 유효한 이메일 주소 (무료 이메일 계정은
Yahoo.com, Gmail.com, Hotmail.com, and
Live.com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 세기 학자 프로그램
소득 지침 (2022-2023)
세대 규모
연간
(구성원수)
최대 소득
2
$33,874
3
$42,606
4
$51,338
5
$60,070
6
$68,802
가족구성원이 추가로 한명더
늘어날때마다 $8,732 추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