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초등학교 여름학교 등록
2019 년 7 월 8 일, 월요일부터 2019 년 7 월 26 일, 금요일까지
2018-19 학년도에 재학한 학교 또는 홈 스쿨에서 작성 및/또는 승인함
성

이름

중간 이름 이니셜

학생 번호

학부모(들)/법적 보호자(들) 성함

주소

거리명 (court, drive, lane 등을 기재)

집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비상 연락처(들) 이름

비상 연락처 집/휴대 전화번호

아동 보호 제공자 이름

현 학년

아파트
번호

도시

주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비상 연락처 직장 전화번호

아동 보호 제공자 주소

이메일 주소

아동 보호 제공자 전화번호

2018-19 학년도에 재학한

다음 해에 학생이 재학하고 기록을 보내야 할

학생은 Prince William 카운티

올해 전학 요청 시에 학생은 PWC

학교:

학교 (2019-20 학년도):

거주자인지요?
예
 아니오
최근 예방접종 기록 및 카운티 밖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지요?
예
 아니오
‘예’인 경우, 학생 거주지에 따른 배정

거주자는 수업료 지불 필수

학교는 어디인지요?

SOL 교과과정을 따르고 여름학교 수업료 면제 혜택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무료로 여름학교에 출석할
수 있음.

학생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을 받고 있는지요?
예
 아니오
(IEP 사본 첨부 바람)
장애:

학생은 SOL 교과과정을 따르고 있는지요?
예
 아니오

학교는 반드시 IEP 양식 40-12, 40-16, 40-17 을 동봉해야 함. 교통편은

학생은 건강상 또는 의학적 문제가 있는지요?
예’라고 답한 경우, 상태를 자세히 기재 바람:
현 DRA/DRAII 읽기 단계 점수:

‘예’라고 답한 경우, 영어 능숙도 단계를
PWCS 특수교육 사무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예

 아니오

초등학교 여름학교 과목 (한 곳에 표기):

PALS 시험에서 낙제한 유치원, 1, 2 학년 학생 및
영어 SOL 시험에서 낙제한 3, 4, 5 학년 학생은
학부모/보호자에게 비용 부담없이 보충 수업을

학생은 EL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요?
예
 아니오




표기 바람 (한 곳에 동그라미 표기):
1 2 3 4 5
학생은 학교 버스 서비스가 필요한지요?
예
 아니오

학생이 출석할 2019 년 여름학교 장소:

0101 (유치원-4 학년) 언어 및 수학
0104 (유치원-4 학년) ESOL

학부모는 자녀를 여름학교에 등록하기 전에 SACC 에 등록해야 함.
SACC 여름학교 장소 (적용될 경우):

받을 수 있도록 PWCS 여름학교 출석을 권장함

나는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의 "행동 강령"에 명시된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학부모/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WCS 교장 서명 (필수)

날짜

학생이 여름학교 수업료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PWCS 교장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전학 요청에 따라 2018-19 학년도 동안 Pennington 및 Porter 정규 학교를 포함한 한 곳의 학교에 출석한 학생들은 교통
편의를 위해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 여름학교 주최 장소에 출석할 것입니다.
카운티 거주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여름학교 프로그램 수업료는 250 불이며 여름학교 수업료가 면제된 학생들에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Prince William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카운티 밖 거주 초등학생들의 여름학교 수업료는 320 불입니다. 모든 수업료는 PWCS 를 수취인으로 한 우편환 또는 자기앞 수표 형태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현금 또는 개인 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과정의 최종 등록 날짜 이후에는 수업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FOR SCHOOL USE ONLY:

Payment information (circle one)
Money order #
Cashier’s check #

Registration form entered in SMS:

Amount paid: 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SMAP-2019 Summer School Registration ES-Korean

Staff member’s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