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차 해소: DC Futures Program으로 대학교 학비를 최대 

$8,000까지 지원받으세요! 
 

DC Futures가 무엇인가요? 

DC Futures program(DC 퓨처스 프로그램)은 장학금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격을 갖춘 컬럼비아 특별구 거주자는 특정 

프로그램 분야를 전공할 경우 승인된 3개의 지역 대학교 중 한 곳에 다니기 위해 연간 최대 $8,000의 잔액 장학금(last-dollar 

scholarship)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2022년 가을, 2023년 봄, 2023년 여름 학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DC Futures 

program에는 다음이 해당됩니다. 

 

• "잔액(last dollar)" 수업료 지원: 이 장학금은 학생의 재정 지원 보조와 대학교 총 경비 사이의격차를 메우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연간 최대 $8,000: DC Futures program 참가자는 학년당 $8,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 코칭: 모든 DC Futures 참가자는 DC Futures 지정 공급업체 또는 DCPS 퍼시스트(DCPS Persist)와 같은 승인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코칭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합니다. 이 지원은 장학금 외에 연간 $1,500까지 추가 

지급합니다. 

• 추가 자금 이용: 모든 DC Futures 참가자는 비상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연간 $2,000까지 긴급 자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필요성 및 이용 가능한 재정 지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 매년 재신청 가능 여부: 장학금은 이용 가능한 재정 지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수여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매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주민들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및 DC Futures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학교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목록은 DC Futures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DC Futures 직원(osse.dcfutures@dc.gov)에 문의하세요. 

2022-23학년도 신청은 2022년 2월 1일 시작합니다. 

 

장학금, 코칭 또는 진로 조언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표를 살펴보고 DC Futures program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지원하세요! 
 

기본 자격 요건 적격한 대학교 

• 지난 12개월 동안 컬럼비아 특별구 거주자인 경우 

• 적격한 대학교 3개 중 한 곳에서 파트 타임 또는 풀 타임으로 

입학했거나 등록한 경우 

• 첫 번째 준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 수요가 많은 분야를 전공하려는 경우 

• 연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재정적 필요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 Trinity Washington University 

 

•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 - Commun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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