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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8일, 오후 3시 마감 

  

DCTAG 필수 증빙 서류 체크리스트 

 
지침: 섹션 1 관련 서류 하나, 섹션 2 관련 서류 하나 및 섹션 3: 2023-24 학자금보조보고서(Student Aid Report, SAR)를 DC 

OneApp에 업로드(모든 증빙 서류는 반드시 동시에 정확하게 업로드해야 함) 

 

섹션 1: 거주지 확인서 

(다음 중 하나) 

  DC 세무국(DC Office of Tax and Revenue, OTR) 발행 2022 D-40 증명 소득 신고서 

  DC OTR 발행 2021 D-40 증명 소득 신고서와 2022 D-40 증명 소득 신고 연장 요청서(FR-127) 모두 

  접수/처리된 2022 D-40 소득 신고서(부모/법적 보호자의 서명 및 날짜 포함) 

  접수/처리된 2021 D-40 소득 신고서와 접수/처리된 2022 D-40 소득 신고 연장 요청서(FR-127) 모두(부모/법적 보호자의 서명 

및 날짜 포함) 

  2022 D-40 전자 증명 소득 신고서(dconeapp.dc.gov에서 ‘D-40 Authorization(승인)’ 탭 선택) 

  12개월치(2022년 1월~12월) 자녀 양육비 명세서 

  12개월치(2022년 1월~12월) 퇴직/연금 명세서 

  12개월치(2022년 1월~12월) 사회보장장애인소득(Social Security Disability Income, SSDI) 또는 사회보장소득(Social Security 

Income, SSI) 

  12개월치(2022년 1월~12월) TANF/SNAP/푸드 스탬프 명세서 또는 ‘TANF/SNAP 승인 요청’ 양식 

  12개월치(2022년 1월~12월) 실업 수당 또는 산재장애보상(Worker’s Compensation Disability) 

  자립 학생 신분에 대한 보호자 없는 홈리스 청소년(Unaccompanied Homeless Youth) 서류(대상연도 2023) 

  법정 피보호자 확인서(Ward of the Court Letter)(대상연도 2023) 

섹션 2: 거주 증명 

(다음 중 하나) 

서류 발행일은 반드시 (1) 45일 이내여야 하며 (2) 부모/법적 보호자의 성명, 날짜,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은행 또는 주택 담보 대출 명세서– 신용카드 명세서 허용되지 않음 

  급여명세서  

  공과금 청구서(가스, 수도, 케이블, 전기, 유선전화) - 휴대폰 청구서 허용되지 않음 

  공과금 확인서(공과금이 포함된 임대료를 명시한 임대주 또는 임대 사무소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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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섹션 3: 2023-24 학자금보조보고서(Student Aid Report, SAR) 

(SAR의 경우 www.fafsa.gov로 이동. ‘Log In(로그인)’ 버튼 선택. ‘My FAFSA(내 FAFSA)’ 페이지에서 ‘View or Print your SAR(SAR 보기 

또는 인쇄)’ 선택) 

 
    가정 부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 EFC)을 포함한 2023-2024학년도 SAR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알림: 가장 최근 학년도 기간에 칼리지 또는 대학교에 등록한 적이 없는 DCTAG 신청자, 이전에 칼리지에 다닌 적이 있는 

신규 DCTAG 신청자 또는 DCTAG 자격을 일 년 이상 상실하였다가 재참여하는 신청자는 이전 연도(들)에 대한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증빙 서류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들은 dconeapp.dc.gov 또는 전화 (202) 

727-2824번을 통해 DCTAG 상담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목록에 있는 서류의 제출이 DCTAG에 대한 자격 획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자의 상황은 각기 다를 수 있으며, 

OSSE에서는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www.fafs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