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AP란 무엇입니까?
“대학 생활은 정말 힘들고, 학교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ASAP 지원이 없었다면,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ANGEL
ASAP 학생

학업을 이어가세요.

제 때 졸업하세요.

준학사 취득이 때로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미국 내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 중 40% 만이 6년 내에 준학사 학위를 받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도 됩니다. 2007년부터
ASAP(Accelerated Study in Associate Programs)가 CUNY
학생들의 대학 경험을 완전히 변화시켰으며, 수 천 명의
학생들이 3년 이내에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ASAP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ASAP 학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무제한 MetroCard 무료 제공
교과서 쿠폰
수업료 격차 면제*
ASAP 전담 고문
조기 등록 옵션 및 통합 일정
같은 ASAP 학생들과 함께 수업
경력 개발 및 학업적 지원 서비스
		

“ASAP는 제가 학교 생활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학비나 교재비 지불이 겁나지 않고, 매일 학교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ASAP는
엄청난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는 학생을 위한 서비스

혹시 숨겨진 조건이
있습니까?

FRANCESCA
ASAP 학생

전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지원을
받는 대신 다음을 하시면 됩니다.
ASAP는 Obama 대통령으로부터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찬사를 받았으며, 전국적인 모델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CUNY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SAP는 제가 학교 생활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학비나 교재비 지불이 겁나지 않고, 매일 학교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ASAP는
엄청난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CLINTON
ASAP 졸업생

ASAP는 학위를 취득하는 데 있어 재정적, 학문적, 개인적
방해물을 제거했습니다. ASAP는 학생들이 교재비를 내고,
필요한 교육을 필요할 때 받고, 어려운 때라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희 팀을 학생
여러분께서 학위를 받으실 때까지 여러분이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 순간부터 여러분을 신속하게 (ASAP)
지원하는 든든한 안내자라고 생각하십시오.

ASAP 연결:
/cunyasap

/cunyasap

WWW.CUNY.EDU/ASAP

/cunyasap

/cunyasap
*College of Staten Island에서 ASAP에 합류하신 학생들도 4년 이내에 준학사 및
학사 학위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각 학기 당 정규 학생 등록(최소 12학점) 및 좋은 학점
유지
	
등록 첫 해 내에 필요한 모든 개발 과정 이수
	
담당 고문과 정기적으로 회의 및 필수 ASAP 활동에
참석
	
매년 재정 지원 재신청

ASAP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ASAP는 어느 학교에서
제공됩니까?
BOROUGH OF MANHATTAN COMMUNITY COLLEGE
www.bmcc.cuny.edu/asap
212.346.8660

네트워크 구축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고,
직업 및 리소스 연결을 제공해줄 수
있는 방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SAP는 여러분이 이
중요한 연결 고리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다른 CUNY 학생, 교직원 및
직원과의 관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ASAP는 학자금 지원 격차(지원
수령자 대상), 교재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여 대부분 학생들의 학비가
거의 0원이 되도록 줄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집중
투지
자신감
회복력

ASAP는 대학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성공을 이끌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집중. 투지. 자신감.
회복력. ASAP가 학생들에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특성입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ASAP 학생이 졸업 후 대입 자격 시험
프로그램으로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비율은 비슷한 학생에 비해 2
배입니다. 학위를 빠르게 받으면, 더
빨리 취업하여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RONX COMMUNITY COLLEGE
www.bcc.cuny.edu/asap
718.289.5166
COLLEGE OF STATEN ISLAND
www.csi.cuny.edu/asap
718.982.2396

ASAP 자격이
있습니까?

ASAP 학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하신 경우, ASAP
자격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ASAP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시작해 보십시오.

	
뉴욕시 거주자 및/또는 뉴욕시 학비 자격을 갖추고
있으십니까?

1

 ww.cuny.edu/admissions에서 ASAP 프로그램을
w
보유한 CUNY 대학에 지원하십시오.

	
ASAP의 승인을 받은 전공으로 준학사 정규 학생
프로그램(학기 당 최소 12학점)으로 등록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

 ww.fafsa.gov에서 연방 학생 지원 무료 신청서를
w
작성하신 후, www.hesc.ny.gov에서 New York State
Tuition Assistance Program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대부분의 전공이 해당됩니다! CUNY 평가 시험 점수*
에 따르면, 읽기, 쓰기, 수학에능통하거나, 2개 이상의
중요 개발 과정을 수료할 필요가 없습니까?*

3 	입학 허가 제안을 수용하십시오.

	
졸업 후 재교육 학생이거나, 편입생인 경우, 대학에서
15학점 이상을 수료하지 않았거나,학점이 최소 2.0
입니까?

WWW.CUNY.EDU/ASAP/CHECKLIST 에서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 신청 당시 개발 과정을 2개 이상 들어야 하는 학생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 전에
여름 또는 겨울 학기에 최소 한개 이상의 필수 과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학별
요건은 대학의 ASAP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STOS COMMUNITY COLLEGE
www.hostos.cuny.edu/asap
718.664.2646
KINGSBOROUGH COMMUNITY COLLEGE
www.kbcc.cuny.edu/asap
718.368.5616
LAGUARDIA COMMUNITY COLLEGE
www.lagcc.cuny.edu/asap
718.482.5921
MEDGAR EVERS COLLEGE
www.mec.cuny.edu/asap
718.804.8209

4 	필요한 경우, CUNY 평가 테스트를 포함한 모든 입학
요건을 완료하십시오.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cuny.edu/academics/testing.html에 나와
있습니다.

NEW YORK CITY COLLEGE OF TECHNOLOGY
www.citytech.cuny.edu/asap
718.254.8624

5 	대학별 요건에 관한 최신 정보는 각 대학의 ASAP
웹사이트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QUEENSBOROUGH COMMUNITY COLLEGE
www.qcc.cuny.edu/asap
718.631.6680

ASAP에 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WWW.CUNY.EDU/AS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