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안 및 태평양 군도 

미국인 장학금 기금 

(APIASF) 

장학금 신청 

정보  

임무 

우리의 임무는 아시안 아메리칸 및 태평양 도서

인(AAPI)들에게 미래의 성공 및 보다 활기찬 미

국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바탕이 되는 고등교육

에 대한 접근을 높여 이들의 삶이 달라 질 수 있

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AAPI들이 인종, 출신국 혹은 

재정적 상태에 상관없이 자신의 학문적, 개인적, 

직업적 성공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고등 교육 

및 재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APIASF는 AAPI를 위한 비영리 대학 장학금 제공 기

관 중 미국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 지금까지, APIASF에서는 미국 및 태평양 도서 AAPI 

학생들에게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 첫 세 명의 APIASF 장학생의 80% 이상은 대학 졸업

생이 되었습니다.   

비전 

연락처 

우리의 업적 



각 학생별로 전체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는: 

• 온라인 학생신청(세개의 에세이 질문 포함) 

• 온라인 추천서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 있음: 

 

지원자격 관련하여 추가적인 내용은, www.apiasf.org/scholarship_apiasf.html 을 방문하세요  

지원 절차  

APIASF 일반 장학금 

APIASF 일반 장학금은 아시안미국인 및 태평양군도출신 

(AAPI)학생들에게 가능한데 미국내의 승인된 대학으로 학

부학생으로, 학위과정의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하

는 학생에 가능합니다 

APIASF는 다음과 같은 불우한 학생들에게 특별히 장학금

을 제공합니다 

• 빈곤수준 이하에서 살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  

•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다니게 된 사람 

• 지역적 혹은 인종적으로 AAPI 지역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특히 제한적 기회로 인하여 대학 캠퍼스

에 진출 비율이 낮은 인종의 사람들 

• 훌륭한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공동체 서비스 및 리더

십을 강조해 온 사람  

자격 요건 

• 미 인구조사에 의하여 정의된 아시안 미국인 및/혹은 

태평양 도서 출신 

• 미국 시민권자, 국적자 혹은 영주권자. 마샬 아일런드 

공화국, 마이크로네시르 연합 주 그리고 팔루 공화국 출

신도 지원 가능 

• 승인된 미국의 단과, 종합대학에 가을학기에 학부학생

으로 등록하는 경우  

• 4.0 만점에 2.7 이상의 평균학점을 얻었거나 GED를 받

은 경우  

• FAFSA를 이용하여 연방정부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아래 내용은 신청시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하는 것입

니다.  

• 당신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추천자로 선

택하세요 

• 당신 이야기 그리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공유

해 주세요 

•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 만일 질문이 있으시면APIASF를 이용해서 알아

보세요 

신청 요령  

APIASF 일반 장학금 신청은 9월에 시작하여 1월초

에 마감합니다. 상세한 것은 www. Apiasf.org 방문

하거나 outreach@apiasf.org로 연락주세요  

신청기한 

http://www.apiasf.org/scholarship_apiasf.html
mailto:outreach@apiasf.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