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비거주자 지원서 -써머 2018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인쇄체 또는 타자로 기록해 주십시오

유의사항: 모든 학비는 Ms. Brenda Antoine, Bureau of Non Public School Payables 의 부 디렉터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65 Court Street, Room 1001, Brooklyn, New York 11201
718-935-4789
사회 보장 번호
생년월일
학년도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 정보
2018 년 여름
학생 성

학생 이름

미들 이니셜

학생 집 주소

학생 집 전화번호

CITY

주

학생 홈 학교 학군 이름

홈 학군 전화번호

학부모/보호자 성명

학부모/보호자 자택 전화번호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우편번호

학부모/보호자 직장 전화번호

학교 정보 - 비 거주 학부모/보호자가 등록을 요청하고자 하는 학교의 직원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자(인쇄체로 성명 및 직책)
OSIS 번호

준비된 날짜
뉴욕시 학군 번호

전화번호

보로

학교 번호

학생 학년

장소 이름(학교 이름)
학교 주소

학급

요청한 등록 날짜
시

주

우편번호

교육청(BOARD OF EDUCATION OF THE CITY SCHOOL DISTRICT OF NEW YORK -“Board”)와 상기 기재된 비 거주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사이의
이런 비 거주 학생을 뉴욕시 내에 위치한 공립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에 등록시키는 것에 관한 합의. 저는 상기 기재된 이름을 가진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이며 상기 언급된 학교에 이 학생의 등록을 요청합니다. 저는 여기 교육청에 제 아이의 비 거주 등록과 관련된 기재된 학비를 납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학비 전부가 등록할 시점에 납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로서, 저는 상기 언급된 학교에 등록하여
입학을 하고 지속적으로 자격을 갖는 것이 제가 기재된 학비를 명확하게 제 시간에 납부하고 제 아이가 지속적으로 법, 규정, 교육청 정책 및/또는
커뮤니티 학교 보드 정책에 요구되는 바와 같은 만족할 만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납부 정보: - 학교 교장 또는 담당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입학 허가시에 전체 학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학비는 반드시 머니 오더 또는 은행 보증 수표에 수취인을 NYC
Department of Education 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 교육 비용:

특수교육 비용:

유치원-6 학년 = $450.00

유치원-6 학년 = $4,775.00

7-12 학년 = $1,180.00

7-12 학년 = $6,340.00

학교 교장으로서, 저는 비 거주 학생의 자격을 검토 및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은 상기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장/담당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교장/담당자의 성명을 인쇄체로 기재

VMT rev. 8/2005 ANRS

T&I 27788 (Korean)

날짜

학교 교장/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