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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훈련 확인서
날짜:                             

관계자께,  
아래에 이름이 적힌 개인은 귀 기관의 학생이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보육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자격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 학생이 귀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모든 정보를 작성하시고 학생에게 이 양식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의 제공을 인가하려면 학생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학생 작성란
이름:  

도로 주소:   아파트:   시:   주:   우편번호:  

준 학사를 위해 공부하는 중인 경우, 목표 직업 기재:  
이는 본인이 이 양식 작성에 요청되는 정보의 공개를 승인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학생 서명:   날짜:                                                          

기관 작성란
기관명:  

도로 주소:    시:   주:   우편번호:  

과정/훈련 정보

학생이 학위 취득 과정에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인 경우, 어떤 유형의 학위입니까?        � 준 학사                 � 학사 등록 날짜:                             

준 학사인 경우, 작성: 학생이 풀 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상 완료 날짜 (등록 날짜로부터 역월 기준 연속 30일 이내여야 함):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다음 상자 중 하나에 체크하여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주십시오:

�  현지 학구에서 제공/승인한 고등학교 과정 �  NYSED(컬리지 또는 대학 외) 직업 목적의 라이선스/승인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 프로그램(상기 훈련 프로그램 상자에 체크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함):

� GED � ESL

� 재교육 � 문해 훈련

� 직업 학교 기술 훈련 � DoL에서 승인한 실연 프로젝트

학생의 일일 출석 스케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총 시간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학생은 보육비 지원 서비스 자격과 관련하여 변경된 모든 스케줄이나 상황을 ACS에 알려야 합니다.

준비자 이름:   직함:    

전화:   이메일:  

준비자 서명:   날짜:  

공식 기관 직인

https://www1.nyc.gov/site/acs/index.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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