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horage 교육구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을 포용하는 교육 

2022-2023 소득 신고 양식 

Anchorage 교육구는 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매년 아래와 같이 학생 가족들로부터 소득 신고 양식

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ASD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

한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가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보조금 자격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자녀가 무료 또는 할인 점심 식사를 받을 자격해당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개별 가족의 정보는 어떤 당사자와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학생 이름: ASD ID# 학년: 

작성 방법: 

1. 가정에서 함께 사는 사람의 인원수에 동그라미합니다.

2. 동그라미한 숫자 오른쪽에 표시된 소득을 확인합니다.

3. 가족 소득이 그보다 적다면 "이보다 적음" 칸에 표시합니다.

4. 가족 소득이 그보다 많다면 "이보다 많음" 칸에 표시합니다.

보기: 소득이 $53,262보다 적은 3인 가족 

본인은 이 양식에서 제공된 정보가 정확한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서명:    

가정에서 

함께 사는 

사람의 

인원수에 

동그라미 

총소득 

가족 소득이 

"이보다 

적음"에 

해당하면 

표시 

가족 소득이 

"이보다 

많음"에 
해당하면 
표시 

1 $31,432 o o 

2 $39,091 o o 

3 $53,262 R o 

4 $64,177 o o 

5 $75, 092 o o 

6 $86,007 o o 

7 $96,922 o o 

8 $107, 837 o o 

9 $118, 752 o o 

가정에서 

함께 사는 

사람의 

인원수에 

동그라미 

총소득 

가족 

소득이 

"이보다 

적음"에 

해당하면 

표시 

가족 소득이 

"이보다 

많음"에 

해당하면 

표시 

1 $31,432 o o 

2 $40,275 o o 

3 $53,262 o o 

4 $64,177 o o 

5 $75, 092 o o 

6 $86,007 o o 

7 $96,922 o o 

8 $107, 837 o o 

9 $118, 752 o o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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