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렌뷰 34학군
2021-22 학생수수료

Attea Middle School
2500 Chestnut Ave, Glenview, IL  60026

학생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학년 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

2021-2022 등록비 면제 신청서는 8월에 제공될것입니다. 가족이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나중에
무료 / 감소 된 점심 면제를받을 자격이있는 경우, 학교 사무실을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있습니

자녀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옆에 확인 표시를하십시오

6학년 수수료
책, 1:1 아이패드, 과제  필기장, 체육 셔츠, 체육 반바지 및 자물쇠 2 개 포함

________ $287.00 5/31/21 전에전액 미리 지불 할경우 할인된 금액

________ $337.00 5/31/21 이후에 지불할 때 금액

7 학년 수수료
책, 1:1 아이패드, 과제  필기장 포함

________ $280.00 5/31/21 전에전액 미리 지불 할경우 할인된 금액

________ $330.00 5/31/21 이후에 지불할 때 금액

체육 셔츠 / 반바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트가 필요한 경우 아래에서 주문하십시오

8 학년 수수료
책, 1:1 아이패드, 과제 용 전자 필기장, 졸업 비용  포함

________ $322.00 5/31/21 전에전액 미리 지불 할경우 할인된 금액



________ $372.00 5/31/21 이후에 지불할 때 금액

체육 셔츠 / 반바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트가 필요한 경우 아래에서 주문하십시오.

자녀에게 적용되는 선택 요금 옆에 확인 표시를하십시오 :

________ Yearbook $  23.00
________ 6-8학년 악기 음악  (밴드) $  94.00
________ 6-8학년 악기 음악 (오케스트라) $  94.00
________ 6-8학년 코러스 $  39.00
________         교체용 자물쇠 $    6.00
________ 교체용 체육 상의 $ 6.00
________ 교체용 체육 하의 $    9.00

* 유료 버스  요금

________ $405.00 on 7월 1일 이나 이전

________ $455.00 7월 1일 이후

*              학생이 학교에서 1/2 마일 미만 거리에 살고 지정된 위험한 도로를건너지 않을 경우 부모는 학생이 유료
라이더가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________     총계 (필수 및 옵션 수수료)

수수료 지불

1.         수표



각 학생 당 수수료 서류 1 개와 수표 1 개를 작성하여 Attea에 제출하십시오.
수표는 Glenview school districe 34 로제출 하십시오.

또는

2.     온라인
www.glenview34.org 웹 사이트 클릭 : 부모 탭

클릭 : 학생과 가족
클릭 : 수수료

e ~ Funds에서

클릭: 학생 수수료 (지정) 또는 선택 수수료
클릭 :학교  e Funds 계속 방문자로그인 또는 계정 만들기

(필요한 경우 성(last name) 과 학생 ID를입력)

클릭 :학생이름
클릭 :모든 수수료 총합

(온라인 신용 카드 결제시 2.65 달러의 편의 수수료 / eCheck 결제의 경우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