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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준비되기를 기대하지만 마시고  
지금 계획을 세우십시오! 

본 서신의HOPE 장학금 수혜 자격 요건은 2011년도  326법안 (다음 세대를 위한 HOPE와 조지아 Pre-K 프로그램의 
보존에 관한)의 의회 통과에 따른 몇 가지 중요한 변경을 반영합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 담당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오. 
  
호프 장학금(HOPE Scholarship) 또는 젤 밀러 장학금(Zell Miller Scholarship) 수혜를 위한 요구조건이 무엇입니까? 
호프 장학금을 받으려면 고등학교의 모든 학과 수업(academic classes)에서 적어도 누적 평점 3.0을 받아야만 합니다.  
호프 장학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급 과정(advanced courses)에서 고등학교 학점을 획득해야 합니다.  호프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적격한 대학(postsecondary institution)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학생들은 조지아 거주자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미국 시민이거나 적격한 비시민(non-citizen)이어야 합니다.  장학금 신청자는, 해당될 경우, 징병제에 
등록했어야 하며 마약으로 인한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학교 대출금 채무 불이행 상태여서는 안됩니다. 젤 밀러 장학금을 
받으려면 위의 조건에 더하여 자신이 졸업하는 고등학교의 수석 졸업자 또는 차석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GPA가 
3.7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SAT 시험에서 읽기와 수학 을 합한 정수가 1200 이상이거나 ACT 점수가 26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떤 고등학교 코스들이 HOPE 장학금 수혜 적격성 결정에 사용됩니까? 
필수와 선택 코스 둘 다를 포함하는 랭귀지 아트, 수학, 과학, 사회와, 현대, 고전 언어 과목의 모든 학과 수업(academic 
courses)들이 HOPE 장학금 수혜 적격성 결정에 포함됩니다.  만약 학생이 핵심 과목(core subject)에서 낙제해서 재 수강을 
한경우 두 성적 모두가 학생의 호프 평점에 포함됩니다.  2011-12년도와 그 이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미래에 
HOPE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고등학교 교과에서 학점을 획득해야 합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이하 
GCPS) 에서 표준 순서대로 수학과 과학과목의 학점을 받는 학생들은 (외국어나 대학 수준 의 AP  혹은 IB 수업을 듣는  학생들 
또한) HOPE의 엄격한 요구조건에 부합합니다. 2015년도 졸업생들은 적어도 고급 과정 에서 2학점을, 2016년도 졸업생들은 3 
학점, 2017년도 졸업생들은 4학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요구조건은 2015년도 이전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과 평균 80점을 받는 고등학생이 HOPE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오. GCPS의 성적 산정 기준에 따라 각 개별 코스의 성적(퍼센티지로 표현됨)은 반드시 4.0  
만점 기준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7% 는 2.0에 해당되고 88%는 3.0, 그리고 94% 
는 4.0 입니다. GCPS 성적 산정 기준은 쵸이스 북이나(Choice Book), 학생/학부모 안내책자, 
또는 학생의 성적표를 참고하십시오.  
 
고등학교 코스 중 더 점수를 많이 주는 코스가 있습니까? 
HOPE 장학금 수혜 여부 판단만을 위한 목적으로  AP 클래스와 IB 클래스 점수는  다음과 같은 
비중으로 계산됩니다: 
• 귀넷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한 반 등수와  GPA 를 결정할 때 AP와 IB 코스에서 학생이 받은 
점수에 가산점10점을 더 받습니다.  

• HOPE 장학금 수혜 적격성 결정을 위해서는 AP와 IB 점수에서 GCPS로부터 받은 가산점 
10점을 삭감해야 합니다.(HOPE 장학금 수혜 자격 판단만을 목적으로).  

• HOPE 평균을 내는 목적으로, “가산되지 않은” 숫자적 점수(numerical grade)들은 4.0 기준으로 
전환되고, 전환된 점수에  0.5 포인트가 가산될 것입니다. 4.0 이상의 등급은 4.0으로 
간주됩니다. 

예: 한 학생이 AP 생물 과목에서 88점을 맞았는데 10점이 가산되어 98점을 받았다면 대학 입학 
신청을 위한 학급 등수와 GPA 산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학생의 성적은 98점 평균에 A 가 되고 
GCPS 채점 기준으로는 4.0이 됩니다. 하지만 HOPE 장학금 신청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학생의 
성적은 가산되기 전 점수인 88점에 B 가 되고 3.0으로 환산된 후 0.5 포인트가 가산되면 3.5가 
됩니다. 만약 학생이 가산되지 않았을 때 92점(가산 후는 102점)을 맞았다면 전환된 점수는 학급 등수 계산과 HOPE 장학금 
신청용 둘 다 4.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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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HOPE 평점을 산출하고 장학금 수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까? 
주 정부 기관인 조지아 학생 재정 보조 위원회(Georgia Student Finance Commission)가 GCPS가 제공하는 성적 증명서를 
토대로 HOPE 평점을 산출합니다. 학교는 HOPE 평점을 산출하지 않으며 주정부의 산출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의 HOPE 장학금 수혜 가능 여부에 대해 알 수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나 자동으로 HOPE 장학금 수혜 가능 여부에 대해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학생이나 
부모가 www.GAcollege411.org

 

 로 들어가서 “My411 Student Account”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주정부에서는  
6월 중순이면 졸업 대상자들을 위해 이 개인 계좌를 통해 HOPE 수혜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GAcollege411에 HOPE 
수혜 여부에 대한 정보가 주 정부로부터 입력되면 가족들은 학생이 여름 학기나 가을 학기에 다니려고 등록한 대학의 재정 
보조 담당자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 보조 담당자들은 조지아주 학생 재정 보조 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직접 
받아볼 수 있습니다.  

HOPE 장학금을 계속 받으려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학금을 계속 유지하려면 대학생들은 30-, 60-, 90-시간의 크레딧을 받는 학기 동안 평점 3.0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적이 3.0 미만으로 떨어져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1년내에 평점을 3.0 이상으로 올리면 장학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장학금 재수혜의 혜택을 단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젤 밀러 장학금 수혜자는 대학 성적 평균 3.3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평점이 3.3 이하로 떨어지긴 했지만 평균 3.0이상을 유지한다면 일반 HOPE 장학금 수혜 자격은 
유지하게 됩니다.  학부 학생만이 최대 127 학기 시간(semester hours)까지 호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HOPE 장학금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습니까?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호프 수여 기금 – 호프 장학금과 젤 밀러 장학금-을 적격한 공립, 사립 그리고 조지아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 대학교의 학위 수여 프로그램의 학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프 그랜트는(Hope Grant)적격한 자격증이나  
증서를 따기 위한 프로그램의 학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호프 장학금 프로그램은 조지아주 복권(lottery) 판매 기금으로 
운영되며 기금 수익금액에 따라 장학금 수여 금액이 매년 조정될 것 입니다.     

 
  공립 대학이나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다니는 대학의 시간당 가격에 근거해 호프 장학금을 받습니다.  학생이 다니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와 학생이 등록한 시간의 숫자에 따라 학생에게 수여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학비를 내는 연구 대학교에 15시간을 수강하는 호프 장학금 수혜자는 더 낮은 수업료를 내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2시간을 수강하는 학생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것입니다.  시간당 금액은 그 학사연도 장학금 수혜 자격자의 
예상 숫자와 예상되는 복권 수익에 따릅니다. 학생들은 보충 강좌나 개발 강좌 수업료의 지불을 위해 HOPE 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HOPE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고등학교 졸업 후 7년까지 입니다. 

 
  보통 호프 장학금은 학생의 학비 대부분을 부담하나 수수료, 책값, 기숙사비, 식비 등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HOPE 장학금 
프로그램은 여전히많은 조지아주 가족들의 중요한 대학 학자금 마련 방법으로 남을 것입니다.  

 
  조지아주의 상위권 학생들은 고등학교 수석 졸업자, 차석 졸업자들과 우수한 GPA와 시험 성적으로 졸업하여 자격을 갖춘 
공립 단과 대학이나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젤 밀러 장학금 수혜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의 등록 시간과 관계없이 호프 장학금과 젤 밀러 장학금 모두 정해진 금액이 수여됩니다. 
 
   재정 형편에 따른 재정보조 수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조지아주 학생 재정 보조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낮은 
이자율(1%)의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 수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www.GAcollege411.org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조지아주의 공립학교에서 킨더 가든- 12학년의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 
자격증을 획득해 해당 과목을 가르칠 경우 융자가 모두  탕감될 수도 있습니다. 수업을 가르치는 매년마다 1년치 
학자금 융자가 탕감됩니다. 

 
질문은 1-800-505-GSFC (4732)  이나 770-724-9000 로 전화하시거나 www.GAcollege41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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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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