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원이 필요한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전국 최대 규모의 장학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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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칼라
프로그램

잭 켄트 쿡 재단(Jack Kent Cooke Foundation) 영스칼라 프로그램은 우수한 학업
성적과 과외 활동을 통해 탁월한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 뛰어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학생들은 7학년 때 프로그램 신청을 하고 8학년에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고등학교 과정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자격

지원서 체크리스트

쿡 재단 영스칼라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

영스칼라 프로그램 신청서는 신청자가 작성한 온라인
지원서는 물론 다른 사람이 작성한 온라인 양식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고 검토를 위해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년: 2017년 가을에 8학년 진입.
• 학업 성적: 6학년 초부터 핵심 과목(영어/언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에서 C 또는 그 이하 학점 없이 모두
또는 대부분 A 또는 B의 학점을 받음.
• 시험: 지원자의 주 인증 시험에서 얻은 공인 성적표.
지원자가 지역별 인재 센터를 통해 SAT 또는 ACT를
이수한 경우 해당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가계 소득이 95,000 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쿡 영스칼라 입학 시 평균 가계 소득은 약 2만 5천
달러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모든 쿡 영스칼라는
소득이 6만 달러 미만인 가정 출신입니다.

• 부모 양식: 본인의 친부모나 양부모/보호자, 기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 지난 3년간의 조정 총소득(AGI)
및 지난 3년간의 연방 세금 신고서 사본 포함.
• 영어/언어 교사 추천서: 6학년 또는 7학년 영어/언어
교사가 작성.
• 수학 교사 추천서: 6학년 또는 7학년 수학 교사가 작성.

• 위치: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 거주하며 미국 내
고등학교에 다닐 계획입니다.
쿡 재단은 인종, 종교, 신념, 피부색, 성별, 연령,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성적 취향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원자 또는 부모/보호자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단 직원, 임원 및 그 가족은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후보는
재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합니다.

• 학생 지원서: 본인에 대한 정보, 학급 및 성적, 활동 및
수상 내역, 짧은 답변 및 작문, 6학년 및 7학년 성적표,
공인 시험 성적표 포함.

• 개인 추천서: 멘토, 코치, 과외 강사, 교사(이전 또는
현재), 스카우트 임원, 목사나 교회 임원 또는 캠프
상담원 등 (부모 또는 친척이 아닌) 개인적으로 귀하를
아는 성인의 추천서.
귀하의 지원서에 근거하여 귀하가 후보로 선발되면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마감 시한까지 모든 추가
양식을 작성하는 것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감 시한에 임박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마감 시한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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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칼라 프로그램
일정 및 통지

영스칼라 프로그램 지원서는 7학년 학생들에게만 제공됩니다. 지원서 접수는 2월 초에 시작되고 4월에 마감됩니다.
4월에서 8월까지 지원서 검토 과정을 거쳐 8학년 초가을에 최종 통보를 보냅니다.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지원서 링크는 다음 영스칼라 프로그램 메인 웹사이트에서 신청 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www.jkcf.org/ysp

2월-4월
지원서 접수는 2월
초에 시작되고 4월에
마감됩니다.

4월-8월
4월에서 8월까지
지원서를 검토합니다.

9월
8학년 초가을에 최종
통보를 보냅니다.

선발 기준

질문/인재 센터

쿡 재단은 국립 교육 전문가 패널의 도움을 받아 각
영스칼라 프로그램 지원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선발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인재 센터는 재단이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양질의
시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jkcf.org/talentcenters를 방문하십시오.

• 높은 학업 능력과 성취도: 우수한 학업 성적, 교육
관련 수상 실적 및 기밀 추천서를 제공하는 교육자의
실제 평가. 재단은 학년, 학점, 수상 실적 또는 고급
과정 참여,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직업 윤리를
고려합니다.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주를 담당하는 인재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 부족한 금융 요건: 제한된 가계 소득 및 상당한 수준의
교육 관련 비용을 본인이 충당하기에 불충분한 자금
여력. 이전 쿡 영스칼라 학급의 평균 가족 소득은 약 2
만 5천 달러였습니다.
• 인내력: 도전과제에 직면했을 때의 판단력과 인내력,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력을 유지하고 장애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는 역량.

• 동부 및 서부 해안: Center for Talented Youth
http://cty.jhu.edu/scholarships/jack_kent_cooke/
• 남부: Talent Identification Program
http://tip.duke.edu/resources/scholarships
• 중서부: Center for Talent Development
http://www.ctd.northwestern.edu/jkc/
• 로키 마운틴: Center for Bright Kids
https://www.centerforbrightkids.org/scholarship_programs.php

• 리더십: 가족, 지역 사회, 학교, 교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 봉사 활동: 자원 봉사/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미있고 헌신적인
노력 입증.

영스칼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JKCF.ORG/YSP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