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원

Bellevue Parks &

Community Services

1페이지

안내
밸뷰 공원 및 커뮤니티 서비스(Bellevue Parks & Community Services)의 정책은 소득과 관계없이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는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학금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전체 수업료에 대해 제공지거나 백분율별 할인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장학금 자격 대상이 되려면 밸뷰시 내에 거주해야 하며 가구 규모/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대상 지침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연간 인당 최대 $500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격 대상 주민은 밸뷰시 내 거주 증빙과 전체 가구 소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는 IRS 소득세 환급에 등록된 가구 및/또는 귀하가 돌보는 모든 가정 거주 개인(결혼 여부 관계없음)
으로 정의됩니다.
서류는 사본으로 작성 완료한 지원서에 첨부하십시오. 사본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의 예시 각 카테고리에 대해 하나만 필요:
1. 이름이 적힌 소득 증명서
•
•
•
•
•
•

소득세 신고서, 가구 내 21세 이상 모든 소득자의 W-2
가구 내 21세 이상 모든 소득자의 가장 최근 급여 명세서
KCHA ‘임대료 산출 워크시트’ (‘Rent Calculation Worksheet’)
밸뷰시 유틸리티 요율 절감 소득 자격은 공원 장학금에 대해 75% 요율을 충족합니다. 추가 소득 증명서를제출하
시면 더욱 많은 장학금의 자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 보장 소득
DSHS 푸드 스탬프 - 4인 이하 가족은 HUD에 따라 자동으로 75% 자격 대상이 되며, 5인 이상 가족은 자동으로 50%
자격 대상이 됩니다.

2. 밸뷰시 내 거주 증빙
증빙 서류에는 서비스 장소의 성명 및 주소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 수도, 상하수도, 폐기물 요금
• PSE 가스/전기 요금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모기지 서류

장학금 지원은 등록 전에 승인되어야 합니다
장학금 지원 자체로서 참여자가 등록되거나 프로그램 공석이 예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은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장학금 지원을 검토하게 되면 알려드립니다.
장학금 지원 및 증빙 서류의 사본은 다음 열거된 장소 아무 곳에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Bellevue Aquatic Center
Bellevue City Hall

601 143rd Avenue Northeast
450 110th Avenue Northeast - Service First

Bellevue Youth Theatre

16501 Northeast 10th Street

Crossroads Community Center

16000 Northeast 10th Street

Highland Community Center
Kelsey Creek Farm
Mini City Hall Crossroads Mall
North Bellevue Community Center
Northwest Arts Center
South Bellevue Community Center

14224 Bel-Red Road
410 130th Place Southeast
15600 Northeast 8th Street #H9
4063 148th Avenue Northeast
9825 Northeast 24th Street
14509 Southeast Newpor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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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 증빙 서류 사본 첨부
밸뷰시 내에 거주한다는 증빙 및 소득 증빙. 예시 목록은 첫 번째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25-452-6885번(#1 선택)으로 연락하셔서 열거되지 않은 기타 양식을 문의하십시오.
가구 구성원 목록
부모/보호자 이름

부모/보호자 성

생년월일

성별

가구 구성원 이름

가구 구성원 성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정보
시

주

우편번호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초등학교 위치(선택사항)

가구 규모

세금 공제 전 연 소득 $

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격 충족 지침
1

2

3

4

5

6

7

8

전체 장학금

$22,500

$25,700

$28,900

$32,100

$37,414

$42,484

$48,282

$53,716

3/4 장학금

$37,450

$42,800

$48,150

$53,500

$57,800

$62,100

$66,350

$70,650

1/2 장학금

$56,200

$64,200

$72,250

$80,250

$86,700

$93,100

$99,550

$105,950

가구 규모

예시: 2인 가족이고 가구 소득이 $25,700 또는 그 이하인 경우 전체 장학금 자격 대상입니다.

본인은 위 정보가 본인이 아는 한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밸뷰시 내에 거주하며 추가 수수료(즉 공급 비용,
데이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연체료)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가 자격 대상 파라미터에 해당하지 않고 자격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이메일: Parksweb@bellevuewa.gov
• 전화: 425-452-6885(#1 선택)
• 첫 페이지에 있는 시설 중 한 곳에 직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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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proved By (print)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itial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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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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