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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Federal Student Aid(FSA) 및 Tuition Assistance(T.A)안내 
 

Federal Student Aid (FSA) 

- 개요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Federal Student Aid) 미국 교육부 Title IV 법안에 의해서 운영 

신청 사이트 http://www.fafsa.ed.gov (학교 코드 OPE ID : 041578). 

 

Pell Grant 

펠그랜트(Pell Grant)는 연방 정부가 무상으로 일정액의 학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 지원 

액수는 신청자의 년간 수입에 따라 ($40,000이상-60,000인 경우 줄어 듬) 연 100달러에서 최

고 5,920달러를 지원해 준다. 

FSEOG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 Opportunity Grant) 

연방추가교육기회 무상보조로 펠 그랜트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각 대학별로 금액을 추가 배

정하여 각 대학에서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지급하는 그랜드이다. 연 10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 

지급되고 있다. 

Federal Work Study (연방 워크 스터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프로그램으로 수혜자들의 학교에서 근로하는 인건비를 연

방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 자격조건  

1.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2. 고등학교 졸업증 또는 GED 소유자,  

3. 대학에 등록한 자 

4. 학위나 자격증 수료과정에 있는 자,  

5. 만족스러운 학업성취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를 보여야 함,  

6. 이전의 학생 Loan 융자나 Pell Grant의 채무를 지고 있지 않은 자 

7. Selective Service(sss.gov): 만 24세 이전 미국 입국한 남자로 신청자  

 

- 승인 및 절차  

1. 초기 상담으로 학자금 수혜 가능 여부 파악   

2. 가능자에 대해서 PIN 과 FAFSA 신청  

3. FSA 카운셀링을 통해서 재정 Plan 작성  

4. 학기 수강 등록  

5. Award Letter : 학기 등록을 마치고 학자금 보조 금액 승인서 작성  

6. 학교 학비정산: 학교로 학자금 보조 금액이 입금되면 등록금과 정산 

7. 학기 별 성적 평가:매 학기별 학점에 대한 리뷰 및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Academic 및 

Financial Warning 및 Probation  

8. 졸업 상담:모든 과정을 마친 후 졸업 전 등록금 정산 및 졸업 후 사항에 대한 카운셀링 

 

http://www.fafsa.e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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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시 준비사항  
1. CA driver’s license or ID card 

2. Social Security card 

3. 영주권, 시민증서  

4. 전 년도 세금 보고(Tax Return) 복사본   

 

- FSA Award 업무시간  

매주 화 오전 11시 – 4시 사이  

 

 

- FSA Financial Plan 상담 기간   

봄학기: 1월 4주간    

가을학기: 8월 4주간   

매주 월, 화 목 오후 2시 – 7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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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ition Assistance (T.A) 
 

- 개요  
- T. A(Tuition Assistance) 

- 미 국방부 학자금 보조프로그램으로 현역 및 상비군 등에게 지급하는 그랜트(Grant)임  

- 최대 $4500/year(금액은 년도 별 변동) 

- 학위 과정에 따라 기간과 수혜방식이 다름   

- http://www.GoArmyEd.com를 통해서 신청  

 

- 자격조건  
1. Active Duty 

2. National Guard 

3. Army Reserve Soldiers 

 

- 승인 및 절차  

1. 소속 군대의 관련 오피서와 상담  

2. 초기 상담 후 온라인으로 학생등록  

3. GoArmy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4. Enrollment Agreement 작성  

5. 학교 수강 및 등록 정보 등록  

6. 학교 학비정산: 학교로 T.A 보조 금액이 입금되면 등록금과 정산 

7. 학기 별 학력 평가 및 성적 등록  

 

문의 및 상담  

 

메일  

일반 학교 업무: gmu@gm.edu  

Federal Student Aid: Fsa@gm.edu  

Chief Financial Aid Director: FinancialAid@gm.edu  

 

 

업무시간  

월, 화, 목 2시 – 7시 사이  

 

감사합니다. 

 

http://www.goarmyed.com/
mailto:gmu@gm.edu
mailto:Fsa@gm.edu
mailto:FinancialAid@gm.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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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Bill (V.A) 
 

- 개요  
- G.I Bill  

-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학자금 보조프로그램으로 현역 및 상비군 등에게 지급하

는 그랜트(Grant)임  

- Maximum tuition and fee amounts payable: $19,198.31 for the 2013-2014 academic year(금액은 

년도 별 변동) 

- 학위 과정에 따라 기간과 수혜방식이 다름   

- http://gibill.va.gov 를 통해서 신청  

 

- 자격조건  
1. Active Duty 

2. National Guard 

3. Army Reserve Soldiers 

 

- 승인 및 절차  
 

1.  소속 군대의 관련 오피서와 상담  

2.  초기 상담 후 온라인으로 학생등록  

3.  http://gibill.va.gov 를 통해서 신청  

4.  Enrollment Agreement 작성  

5.  학교 수강 및 등록 정보 등록  

6.  학교 학비정산: 학교로 G.I Bill 보조 금액이 입금되면 등록금과 정산 

7.  학기 별 학력 평가 및 성적 등록  

 

 

문의 및 상담  

 

메일  

일반 학교 업무: gmu@gm.edu  

Federal Student Aid: FinancialAid@gm.edu  

 

업무시간  

월, 화, 목 2시 – 7시 사이  

 

감사합니다. 

 

http://gibill.v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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