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PORTUNITYL.A.
엘에이 아동을 위한 투자
학부모 여러분!

무료 프로그램! 자녀의 대학 학비 저축을 위한
어린이 저축 통장을 소개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오퍼튜니티 엘에이는 엘에이 통합
대학 학비 저축이 있는 학생은:
교육구(Los Angeles Unified
대학 진학 확률이 3배 더 높고
School District) 소속 학생을 위한
대학 졸업 가능성이 4배 더 높습니다.
무료 저축 통장이며, 계좌 개설 시
$50을 입금해 드립니다. 현재 엘에
이 시, 엘에이 카운티, 그리고 엘에 어린이 저축 통장(Children’s Savings Account)의 장점
이 통합교육구의 협력 하에, 모든 1
자녀의 저축 통장은 가족의 교육비를 저축하는 데 도움이
학년 학생들이 어린이 저축 계좌
될 수 있습니다.
(CS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등록된 엘에이 통합교육구 학생들에게 $50
애쓰고 있습니다.
의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학생 및 가족 구성원은 방문 혹은 온라인을 통해 추가 입
금을 할 수 있습니다.
저축 통장은 학생 또는 부모의 소득, 배경, 또는 법적 신분
에 관계없이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어린이 저축 통장(CSA) 프로그램은 로스앤젤레스 시 주택 및 지역사회 투자 부서
가 다른 지역 기관과 협력하에 관리합니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를 방문하십시오: www.OpportunityLA.com

이메일 :
cifd.opportunityla@lacity.org

OPPORTUNITYL.A.
엘에이 아동을 위한 투자
자주 묻는 질문
오퍼튜니티 엘에이(Opportunity LA)는 무엇입니까?
오퍼튜니티 엘에이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최초의 어린이 저축 통장
(CSA)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봄부터 일부 시범학교에 등록된 1학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축 통장이 자동 개설되며, $50의 보조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오퍼튜니티 엘에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비용은 얼마입니까?
오퍼튜니티 엘에이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가족은 참가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자녀의 참여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여를 원하지 않는 가족은 등록 과정 중에 엘에이 통합교육구에서
프로그램 제외 요청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
로그램 규칙 및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이 프로그램 통장에서 저축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까?
가족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 본인이나 부모 및 후견인
이 저축금의 일부 또는 전체 금액에 대한 조기 인출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축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학생의 어린이 저축 통장(CSA)에 모인 저축금은 반드시 고등학교 졸
업 이후의 교육비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규칙 및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cifd.opportunity
la@lacity.org

만약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푸드 스탬프(Calfresh)
혹은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WIC와 같은 다른 공적부조 혜택에 영
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금은 학생을 위해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보유
하게 되며, 따라서 가구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www.Opportunity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