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조금
보딘이 보조금의 자격을
정하는 기준:

알아야 할 정보:
•		가족이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의 여부는 등록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보딘 칼리지는 대출이 아닌 보조금을 통해 모든 학생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대학 입학을 위한 총비용과 가족의 지급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1 전체 비용을 산정합니다: $76,310
(수업료, 수수료, 기숙사 비용 $74,220 +
간접경비 $2,090)

•		대출과 달리 보조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		등록 학생 중 거의 절반이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2 가족의 재정 지분을 뺍니다
(가족 재정 지분은 수입, 자산,
가정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합니다.)

보딘은 자격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3 차이는 학생의 재정적인 필요 정도이고,
고용 상태와 필요 기반 보조로 충족합니다.
보딘 보조금의 범위는 $1,090에서 $75,000
입니다.

• 대학은 2021-2022학년도 초에 학자금 예산을 350만
달러 정도를 늘렸습니다. 이 자금은 필요한 단계에
따라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족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 양육자의 수입 합계가 $75,000(일반 자산 포함) 미만인
학생은 보딘에서 여름 노동 예상 금액(일반적으로
$2,300)을 면제하고, 그에 상당하는 장학금 지원으로
대체합니다.
• 모든 입학생에게는 아이패드 프로를 제공하여,
동등한 디지털/컴퓨터 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2025년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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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이 보조금 취득

$54,350

보딘은 학력만을 기준으로 하고,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대비 보조하며 대출 없이 보조하는 국내 19개 대학 중
하나입니다.

평균 보딘 보조금

$5,450

평균 외부 보조금

보딘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가족 소득 수준은 다양합니다.
2021~2022년간 보조금을 받는 모든 학생

# 의 학생이 보조금 취득

300
250

$2,200

일반적인 캠퍼스
내 고용 기여금
관심 있는 학생은 모두 고용될 수
있습니다. (2,500+ 캠퍼스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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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학생 분담금
양육자의 수입 합계가 $75,000 미만인
학생은(일반 자산 포함), 보딘은 이 학생
기여를 보조금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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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가족 분담금

bowdoin.edu/student-aid 에서 나의 보조금 패키지 예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학생 보조금 마감일

11월 중반

조기 결정 | 신청자

1월 초

조기 결정 || 신청자

2월 초

일반 결정 신청자

2월 중반

계속 받는 학생*

학생 프로필

*보조금 신청자는 매년 새로 신청하여 보조금 패키지가 제대로 정산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님과 가족분들,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딘은 여러분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협력하여
개인의 필요에 맞춘 도움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보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주십시오.

Jeremiah Brown ’23
학생 보조금에 관해 대화를 하고
싶으면 저희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전화, 이메일, 온라인 미팅 모두 가능합니다.
성의 첫 글자에 따라 연락처를 달리 하였습니다.
A–J: Michael Albano
malbano@bowdoin.edu • 207-725-3146
K–Re: Andrea Cross
across@bowdoin.edu • 207-725-3531
Rf–Z: LK Gagnon
lgagnon@bowdoin.edu • 207-725-3971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bowdoin.edu/student-aid
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Bowdoin College • Brunswick, Maine

고향: 캐봇, 아칸소주
원하는 전공: 사회학 및 교육(전공 조율)
원하는 부전공: 경제학 및 금융
“보딘에 처음 방문했을 때 바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런 칼리지에 입학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꿈을 꾸는 것 같았는데 재정 지원
카운슬러와 만나고 나서 이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 비용이 가장 큰 요소였는데 보딘은
재정 보조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보딘의
재정 보조금은 더욱 올랐습니다. 보딘에
입학을 하였다면 보딘은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물심양면 돕습니다.
저는 아칸소주 시골의 저소득층 출신이며,
한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학생 보조금
오피스(SAO)는 지원 과정 내내 그리고 재학
내내 제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재정적 지원이
보딘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저희 어머니에게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SAO
는 저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2021 6월 현재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