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REFERENCE GUIDE

ATTACHMENT A
Title III Immigrant Education Program
Questionnaire Form
Your child and you as the parent/guardian may be eligible to receive FREE supplemental educational and support services
funded by the Title III Immigrant Education Program. These services may include:
• After-School Tutoring
• Saturday School
• Summer School

• Family Literacy
• Family Training
• Parent/Family Outreach

The purpose of the Title III Immigrant Education Program is to provide enhanced instructional opportunities to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families to support students in meeting the grade level and graduation standards.
Important: Proof of family income or immigration status is NOT required to receive services. Any student who was not
born in the U.S. and has been attending U.S. schools for less than three school years may be eligible for these services. To
determine eligibility for these services, please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school:
Student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rad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ace of Birth (City, State/Province, and Country):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first U.S. school enrollment (mm/dd/yy):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첨부 A
타이틀 III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

설문지
학부모/보호자 및 그 자녀는 타이틀 III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후원하는 무료 보충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방과 후 개인지도
• 토요학교
• 여름학교

• 가족 대상 읽기 및 쓰기
• 가족 대상 교육
• 학부모/가족 지원

타이틀 III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민자 학생이 학년 수준과 졸업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향상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요사항: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족 소득이나 이민 신분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며 미국 학교를 3 년 미만 다닌 학생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학교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학생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학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생지 (시, 도 및 국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국 학교에 최초 등록한 날짜 (월/일/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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