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er Moreland Township 학군
2551 MURRAY AVENUE, HUNTINGDON VALLEY, PENNSYLVANIA 19006

신입생용 거주지 확인 양식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이름

가능성의 지평 확장…
개인의 탁월성 도모

__________________
입학일

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아버지 이름(후견인)
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어머니 이름(후견인)
관계

_______ _________________
나이
입학 학년

학부모

후견인

법적 후견인

학부모

후견인

법적 후견인

**************************************************************************************************************************
Lower Moreland Township 거주지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도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주
우편번호

현재 위의 Lower Moreland Township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고 답변한 경우 입학생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은 본 학년도의 종료 전에 임시 거주지의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때 입학일을 기준으로 책정된 연간 학비를 선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상 거주(사용)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예

아니요

본인은 상기 주소지에서 대부분의 시간(7 일 중 4 일 이상) 동안 숙식합니다.

예

아니요

본인의 자녀가 상기 주소지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숙식합니다.

예

아니요

본인의 자녀가 정기적으로 숙박하는 다른 주소지가 없습니다.

예

아니요

Lower Moreland Township 학군 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Lower Moreland Township 학군 외 지역에 주택 또는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친구, 친척 또는 정부 기관이 제공한 Lower Moreland Township 학군 외 지역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기 진술 중 “아니요” 라고 답변한 항목이 있는 경우 설명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Lower Moreland Township 거주 이전 주소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도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주
우편번호

학생을 본교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거주지 증명 서류:



학생을 등록하는 학부모/후견인의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증, 정부가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여권)
재산 증서, 가장 최근의 재산세 영수증 또는 공증을 받은 주거 임대차 계약서

및 다음 중 2 가지 항목:






내국세 수입 증명서
보험 증서
고용주 확인서(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입출금 내역서
대금 청구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10/14






선거인 등록 카드
차량 등록증
복지 카드
공공시설 설치 또는 공공요금 대금 청구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직원 서명
교장 권장사항/의견:

날짜

학부모 또는 후견인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