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ENVIEW 교육구 34 학군 학생 
비용 지불 양식

2023-24

학생 이름

학생 학년

부모/보호자 이름

전화번호/이메일

필수 수수료

얼리버드 비율
6/09/23까지 입금

일반 요금
6/09/23 이후 입금된 보증금 지불액

종일반 유치원
결제 옵션 1: $3,300.00 $3,600.00

결제 옵션 2:
지금 보증금을 지불하고 잔고를 9/1/23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30 + $2970 $360 + $3240

결제 옵션 3:
지금 보증금을 지불하고 9/1/23부터 9개월 할
부 $330 x 10 $360 x 10

수수료 면제 신청은 다음에서 가능합니다.www.글렌뷰34.org (학생 및 가족/수수료/FDK 면제 신청서). SNAP, TANF 또는 위탁 
보호에 참여하는 학생은 수수료 면제 자격이 있으며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리버드 비율
2023년 6월 9일까지 지불

일반 요금
2023년 6월 9일 이후 지급 지불액

반나절 유치원
요금에는 책과 iPad가 포함됩니다. $152.00 $252.00

1-2학년
요금에는 책과 iPad가 포함됩니다. $228.00 $328.00

3-5학년
요금에는 책, 과제 공책 및 iPad가 포함됩니다. $235.00 $335.00

6학년
요금에는 책, 체육 셔츠 1벌, 체육 반바지 1벌, 과
제 공책, 자물쇠 2개 및 iPad가 포함됩니다. $312.00 $412.00

7학년
요금에는 책, 과제 공책 및 iPad가 포함됩니다. $305.00 $405.00

8 등급
비용에는 책, 과제 공책, 졸업비 및 iPad가 포
함됩니다. $347.00 $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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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 www.onlinedoctransla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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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뷰 학군 34 2023-24 학생 비용 지
불 양식

선택적 수수료

지불액

리코더 (3학년 필수. 필요시 구매)

밴드(4학년 또는 5학년)

오케스트라(4학년 또는 5학년)

밴드(6-8학년)

코러스(6-8학년)

오케스트라(6-8학년)

연감(6-8학년)

교체용 자물쇠(6-8등급)

교체용 PE 셔츠(6-8등급)

교체 PE 반바지(6-8등급)

$6.00

$60.00

$60.00

$94.00

$39.00

$94.00

$23.00

$6.00

$6.00

$9.00

학교에서 1 1/2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지정된 위험한 도로를 건너지 않는 학생은 유료 탑승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료 버스 탑승자 (2023년 7월 1일까지 유료)

유료버스 탑승자 (2023년 7월 1일 이후 유료)

$405.00

$455.00

총 필수 및 선택 요금:

수수료 지불

등록 중 수수료 납부

수표 - 수취인이 Glenview School District 34인 수표와 함께 제출하려면 이 양식을 인쇄하십시오.
수표 우편 또는 드롭오프: Registration, 1401 Greenwood Rd, Glenview, IL. 60026

온라인 - www.glenview34.org에서 e~Funds for Schools를 통해 결제
할 수도 있습니다. For Students & Families/Fees/Pay Fees Online

e~Funds 편의 수수료는 직불 또는 대변의 경우 $2.85이고 전자 수표 지불의 경우 $1.25입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847) 998-5063 또는 Residentency@glenview34.org 로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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