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종일반 등록금 면제
2022-23
* 유치원 종일반에 등록하는 자녀의 이름만 기재해 주십시오 – 가족당 양식 한장 *
학생의 이름

학생의 성

학년

학교

학부모/보호자 성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위에 기재된 학생의 부모/보호자 로서 Glenview 34 학군 위원회에서 2022-2023 년도 유치원 종일반 수수료
면제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 수수료 면제가 전년도 미결제 잔액이나 다른 형제/자매 에게는 적용 사항이
없음을 이해 합니다.
자녀가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종일반 유치원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
●

SNAP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또는 TANF (임시 가족 지원을 요하는)
SNAP/ TANF ID 사례 번호와 카드 사본을 제공해 주십시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탁 자녀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래 사항을 작성해 주십시오:
가구 내 모든 임금 소득자 성함과 소득(세금 공제전), 수령 빈도를 기재 하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확인란을 선택 하십시오.
(자리가 더 필요한 경우 따로 종이를 첨가 하십시오.):
1.
성함
(가족 구성원 모두 기재)

A.
B.
C.
D.
E.
F.

2. 총 수령액과 수령 빈도 (예: $100/매달; $100/한달에 두번; $100/격주; $100/매주)

근로 소득
(면제 전)

복지, 양육비, 위자료

연금, 은퇴 연금, 사회
보장

산재 보험, 실업 수당,
SSI, 등. (모든 소득)

3.
소득없
음 확인

참고 사항: 수수료 면제에 고려되려면 위에 나열된 각 소득액에 대한 증빙 서류 사본을
본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 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직장: 현 급여 명세서 나 급여 총액(공제전)과 수령 빈도가 제시된 급여 봉투; 또는 연방 세금 보고 서류(양식1040) 2020년
(자영업에 종사 하거나 자세한 급여 명세서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사회 보장, 연금 또는 퇴직: 사회보장 퇴직 편지 혜택 서류또는 연금 수여 통지서.
실업, 장애또는 산재 보상: 주 고용 안정 사무실 에서 의 적격 통지서, 급여 명세서 또는 산재 보상 서문 .
복리 후생비: 복지기관이 발급한 후생복리 안내서문.
자녀 양육비나 위자료: 법원 판결문, 동의서, 또는 수표 사본.
기타 소득 (임대 소득 등): 수령한 소득 금액, 수령빈도와 날짜가 포함된 정보.
가계 소득 없음: 가정에서 음식 의복 및 주택 유지에 대해 또한 소득 예정 시기를 설명하는 짧은 메모.
군용 주택 민영화 발의: 주택이 군용 주택 민영화 발의의 일부임을 알 수 있는 서문 이나 임대 계약.
허용되는 소득 문서 기간: 수수료 면제 신청시의 소득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제출 하십시오. 이 정보가 없을 경우 신청일로
부터 최대 1개월 내에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며 정확함을 증명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이름 인쇄

_________________
날짜

*신청서를 지원 문서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1. 이메일 (Residency@glenview34.org)
2. 일반 우편 (Enrollment Specialist, Glenview SD34, 1401 Greenwood Rd, Glenview, IL 60026)
3. 또는 예약후 직접방문 . 예약을 하려면, (847) 998-5063 로 전화 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 사항은 학교 사무실만 작성 합니다.:
가구의 총 구성원 수: ________
총 소득: _____________ 마다 ( 하나에 동그라미 하기): 매주
확인된 소득 금액:

____예

____ 수수료 면제

____ 예

매년

____아니오

____ 수수료 인하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승인된 학군 직원

Revised: 2/28/22

한달에 두번 매달

____아니오

확인된 유효 한SNAP/TANF 사례 번호 :
승인:

격주

____ 수수료 면제 또는 인하 대상 되지 않음
날짜: 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