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여름학교 할인요금 신청서 
 

 DPR는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DC 거주자가 여름학교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할인 
요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PR 여름학교 할인요금 프로그램은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가족의 자녀들이 자녀 및 프로그램당 50%나 75% (가족 소득 
및 가족수에 따라 결정) 할인된 가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4 세션이 열립니다. 
방과전/방과후 프로그램은 할인가격이 없으며 적정 가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학교 할인요금 프로그램 지원자는 여름학교 사무실 담당자와 직접 면담을 하여 자격조건 해당여부를 받게됩니다.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는 시간에 작성된 할인요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o 여름학교 사무실 운영시간: 월 – 화 오전 10시 – 오후 7시 및 수 –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o 주소:  Columbia Heights Community Center  (Columbia Heights 지역사회센터)- 1480 Girard ST, NW - 4th Floor (4층) 

- Washington, DC 20009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할인요금 지원자는 인터넷이나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여 여름학교 세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해당여부가 결정될 때 더 자세한 정보가 주어질 것입니다.  

제출날짜     
사항 1  – 일반정보 
부모나 보호자 성명 
 
              
성         미들네임 (중간이름) (적용되는 경우) 
 
              
이름         생년월일 (월/일/년) 
 

주소 
 
              
Street (길 주소)          Apt/Unit # (아파트) 
 
              
City (시)    State (주)    ZIP (우편번호)      Ward (지역번호) 
 

전화번호 
 
(  )  -   (  )  -   
집       직장 및 기타 
 
              
이메일 주소 
 
참가자 이름:  자녀 3명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녀를 더하기 원하시면 1페이지와 동일한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1) 성      미들네임 (중간이름)    이름  
 
  /  /    성별:      남    여 
(1) 생년월일 (월/일/년) 
 
              
(2) 성      미들네임 (중간이름)    이름  
 
  /  /    성별:      남    여 
(2) 생년월일 (월/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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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      미들네임 (중간이름)    이름  
 
  /  /    성별:      남    여 
(3) 생년월일 (월/일/년) 
사항 2 – 증빙서류 

 
자격조건 해당여부 결정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증명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십히오): 

o 사진이 붙고 귀하의 DC 주소가 기재된 정부 발급 신분증 
o 월급 영수증 (45일 내에 발급) 
o 공과금 영수증 (2개월 내에 발급된 가스, 전기나 수도 영수증) 
o 유효한 DC 차량 등록증 
o 유효한 임대 계약서 
o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개인으로부터 작성된 공증 서신. 공증된 서신은 지원자의 이름, 자녀의 이름, 및 주소를 
언급해야 하며 또한 지원자의 이름, 주소 및 날짜가 수록된 우편물 2장을 공증된 서신과 동봉해야 합니다.  

 
소득 증명: 

 작년이나 올해 세금보고서  

 
지원 방법 

이 자격조건 작업표는 연방 빈곤 지표에 의해 DPR 여름학교 할인요금 프로그램의 자격조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기 전, 아래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서를 작성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경우 DPR 여름학교 사무실에 연락을 주십시오; 4 페이지 참조. 
 
자격조건 작업표 
 

자격조건 여부를 가리기 위해 3사항에서 가족 구성원과 총 연간 가계 소득에 맞춰 검토해보십시오. 소득 정보, 가족 구성원 
및 가계 소득은 다음 작업표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부모 및 자녀 포함) 

75% 할인 자격 
총 가계 소득이 다음과 동일하거나 낮을 경우: 

55% 할인 자격 
총 가계 소득이 다음과 동일하거나 낮을 경우: 

1 $14,937 $21,257 
2 $20,163 $28,693 
3 $25,389 $36,131 
4 $30,615 $43,568 
5 $35,841 $51,005 
6 $41,067 $58,442 
7 $46,293 $65,879 
8 $51,519 $73,316 

참고: 가족 구성원 1명 초과당 $4,500 가계 소득 추가 

 
자격조건 총액은 2009년 3월 27일 금요일 Federal Register 74호 58번 페이지 13412에 발간된 미국 농무부의 식품˙영양 
서비스,아동영양프로그램의 소득수혜자격지표에 기반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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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작업표 
 
사항 3 – 소득 정보            
 
 국세청(IRS)에서 정의내리는 모든 피부양자 가족 구성원, 지원자와의 관계, 총 월소득을 포함하십시오. 18 세 이상의 
성인은 국세청에 의해 피부양자로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이상 스스로의 소득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세전 가족 총 연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의 작업표를 사용하십시오. 포함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 증명 문서는 필수 
증빙서류 리스트를 참고한 후 첨부하십시오.  

 
가족 구성원 성명 1: 
참가하는 학생과 관계: 
총 월소득 (세금 공제 전): $ 

월 총 지원 소득 (양육비, 이혼수당, 등): $ 

월 혜택 소득 (연금, 퇴직금, 사회보장연금, 등) $ 

월 소득 – 기타 $ 
  
가족 구성원 성명 2:  
참가하는 학생과 관계: 
총 월소득 (세금 공제 전): $ 

월 총 지원 소득 (양육비, 이혼수당, 등): $ 

월 혜택 소득 (연금, 퇴직금, 사회보장연금, 등) $ 

월 소득 – 기타 $ 
  
가족 구성원 성명 3:   

참가하는 학생과 관계:  

총 월소득 (세금 공제 전): $ 

월 총 지원 소득 (양육비, 이혼수당, 등): $ 

월 혜택 소득 (연금, 퇴직금, 사회보장연금, 등) $ 

월 소득 – 기타 $ 
  
가족 구성원 성명 4:   

참가하는 학생과 관계:  

총 월소득 (세금 공제 전): $ 

월 총 지원 소득 (양육비, 이혼수당, 등): $ 

월 혜택 소득 (연금, 퇴직금, 사회보장연금, 등) $ 

월 소득 – 기타 $ 
  
가족 구성원 성명 5:   

참가하는 학생과 관계:  

총 월소득 (세금 공제 전): $ 

월 총 지원 소득 (양육비, 이혼수당, 등): $ 

월 혜택 소득 (연금, 퇴직금, 사회보장연금, 등) $ 

월 소득 – 기타 $ 
  
가족 구성원 성명 6:   

참가하는 학생과 관계:  

총 월소득 (세금 공제 전): $ 

월 총 지원 소득 (양육비, 이혼수당, 등): $ 

월 혜택 소득 (연금, 퇴직금, 사회보장연금, 등) $ 

월소득 – 기타 $ 
  

 총 월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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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총 연소득 (월소득  x 12):  

가족 구성원수 (가족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사항 4 – 지원서 증명 및 서명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 다음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모두 작성되지 않은 지원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저는 DC 거주자임을 인정하며 이 지원서 전문을 읽고 이해했음을 밝힙니다. 공원 및 휴양지 관리부는 이 지원서에 포함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사실을 와전했을 경우 DC 법에 의해 기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서의 모든 
내용이 제가 아는 바에 의하여 모두 사실이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증명합니다.  
 
제 자녀가 여름학교에 참여하기 전 모든 요금이 전적으로 지불되어야 함을 인정하며 지불되지 못할 경우 시간에 따라 제 
자녀가 제적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지원자 이름 프린트 
 
 
              
지원자 서명 (파란색이나 검은색 펜으로 서명)    날짜 (월/일/년) 
 

 
작성된 지원서는 
직접 사무실에서 
제출하십시오: 

DPR 여름학교 사무실 
Columbia Heights Community Center 

(Columbia Heights 지역사회센터), 
1480 Girard ST,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09-4612 

전화번호: (202) 671-0372 
이메일 주소: dpr.camps@dc.gov 
웹사이트: http://dpr.dc.gov 

운영시간: 
월-화:  10:00 am - 7:00 pm 
수-금:  10:00 am - 5:00 pm 

 
DPR 관계자용 
 

Application review by DPR Summer Camp Office:   Approval (75% off )      Approval (50% off )   Disapproval 
 
 
             
Signature of DPR Summer Camp Office Representative   Date (Month / Day / Year) 
 
TO CREATE A DPR ACCOUNT visit http://www.asaponlinereg.com/Login.aspx?org=774 
 
Customer Log-in (email) for DPR Registration Syste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ustomer Password: If you requested a password reset, please check your inbox or junk mail folder for an email for your password.  

The sender will be identified as “SchoolRegistration@asacentral.com”. 
 
Coupon Cod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Month / Day / Year) 
 
Not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