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면제 신청서
신청 준비:


개인 컴퓨터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준비된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증빙 서류는 부록을 참조하세요.



필수 입력 정보가 누락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서류 처리 기간은 약 8~12 주입니다. 8 주 이내에 연락을 받지 못 한 경우, feewaiver@cbe.ab.ca 로 연락 바랍니다.



비용 면제 자격은 1 년간 유지되며, 매년 새로운 면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비용 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cbe.ab.ca/registration/fees-and-waivers/Pages/Waivers.aspx 를 참조 바랍니다.
파워스쿨 (PowerSchool)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https://www.cbe.ab.ca/support/Pages/MyCBE-PowerSchool.aspx 를 방문하세요.

MyCBE/PowerSchool 접속 후 로그인
www.cbe.ab.ca/mycbe
비고 | PowerSchool 과 관련된 정보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주소 클릭
https://www.cbe.ab.ca/support/Pages/My
CBE-PowerSchool.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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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Fees & Services Registration 선택

해당 학생 이름 클릭
비고 | 가정 내 각 자녀에 대한 면제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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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하단의 Central Fee Waiver 를 클릭하면
비용 면제 신청서 (Central Fee Waiver
Application) 창이 열립니다.

이미 기재되어 있는 학생 및 학부모의 기본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해당 내용을 학교에
반드시 알려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비용 면제 사유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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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입력.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성인과 자녀의 수를 입력하고,
비용 면제 신청 사유를 작성합니다.
증빙 서류 업로드

두 개 이상의 서류 제출 시, Additional Documents 를 선택하고
추가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아래 신청 조건을 읽고, 이에 동의할 경우 신청서에 서명해 주세요.
신청 조건


비용 면제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해당 연도 서비스
비용 및 공납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은 알버타 정보 공개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FOIP)과 학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서에 표기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됩니다.

본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나는


서류에 기재된 나의 재정 상태와 기타 정보가 기밀 사항임을 이해하며,



신청서 및 기타 서류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사실임을 보증합니다.

Submit 버튼을 클릭하세요.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이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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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증빙 서류
저소득 - 정부 보조 증빙



캘거리 시청에서 발행한 저소득 대상 지원 확인서 (City of Calgary Fair Entry letter), 또는



저소득 가정 자녀 대상 의료 보험 (Alberta Child Health Benefit) 확인서 및 카드, 또는



사회 복지 혜택 카드 (Social Services benefit card)

* 해당 서류에 신청인 이름과 학생의 이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최근 가계 소득 증빙 서류, 아래 서류 포함:

인한 저소득



정부 보조 확인서 (Government benefit statement; 예, 직장 보험 혜택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현재 피고용 상태인 경우, 월급 명세서 (pay stub) 또는 자영업 소득 증명 (proof of self-employment income)



그 외 저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협약 난민임을 증명하고 현재 국적을 나타내는 부모의 “주거 증명서 (Confirmation of Residency)”와 이민 관련 지불

정부 지원 난민

내역서, 또는


신청자와 자녀의 연방정부 발행 임시 건강 증명서 (Interim Federal Health Certificate of Eligibility) 사본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



부고, 또는

당사자 사망



장례 일정표, 또는



사망 확인서



현재 가계 소득 증빙 서류



발생 사건에 대한 증명 (예, 경찰 조사서, 의사 소견서, 보험 청구 내역서, 퇴거 통지서 등)



그 외 응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인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보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가정 내 응급 상황

보호소/ 사회복지 차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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