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조지아 특별 장학금 프로그램(GSS) 

옵션인 교육구 내 전학 요청서 
*특수 요건 및 504 학생 전용*

(GSNS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https://www.gadoe.org/External-Affairs-and-Policy/Policy/Pages/Special-

Needs-Scholarship-Program.aspx를 방문하세요 

GSS Form 2021- Korean   April 2022 

요청서를 보내실 때 소인 마감일:  2022년 6월 3일 자정 

본인은 아래 학생의 부모/보호자로서 제 아이가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CPS) 내에 있는 다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이 항목은 선택사항입니다.

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Parent/Guardian Signature)   

2022-23 학년도에 귀넷 카운티 교육구에 거주하실 계획입니까?    예     아니요  
(Do you plan to reside in the Gwinnett County School district in the 2022-23 school year?)  

학생 정보...정자체로 작성해 주세요 

학생 이름:  생년월일:   
(Student’s Name)   (Date of Birth)

귀하의 자녀에게 현재 IEP가 있습니까?  예  아니요 

(Does your student have a current IEP?) 

귀하의 자녀가 현재 504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Does your child have a current 504?)  

전학 허가 요청서(Permissive Transfer Request)를 작성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Did you fill out a Permissive Transfer Request?) 

전학을 요청하는 학부모/보호자/다른 요청자 이름:  
(Name of parent/guardian/other requesting transfer):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카운티:  

전화:     이메일l:  

2021-2022 학년도 정보 

귀하의 자녀는 2021-22 학년도 전체 기간 동안 조지아의 공립학교에 다녔습니까? 예 아니요
(Did your student attend a public school in Georgia for the entire 2021-22 school year?) 

귀하의 자녀는 2021-22 학년도에 귀넷 카운티의 학교에 다녔습니까? 예 아니요
(Did your student attend a Gwinnett County school in the 2021-22 school year?)  

2021-22 학교:     2021-22 학년:   
(2021-22 School)  (2021-22 Grade Level)  

옵션인 전학 요청

2022-23 학년도에 귀하의 자녀를 전학보내고 싶은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상위 3개를 적어 주세요. 전학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목록은 GCPS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참조: 

승인된 전학에 교통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https://www.gcpsk12.org/Page/24918 

1)                                                                

2)                  

3)                                                                

 

 

 

 

 

 

 

 

양식을 작성하셔서 2022년 6월 3일 자정까지 팩스로 보내거나 또는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ATTN: Special Education Department/SB10 

437 Old Peachtree Road, NW, Suwanee, GA 30024-2978  

팩스: 678-301-7222 

For internal use only:  Address Verified

School #1: 

 Approved

 Denied – school not eligible to accept transfers

 Denied – school/program at capacity

 Denied – lack of alignment to the IEP/504

School #2:

 Approved

 Denied – school not eligible to accept transfers

 Denied – school/program at capacity

 Denied – lack of alignment to the IEP/504

School #3:

 Approved

 Denied – school not eligible to accept transfers

 Denied – school/program at capacity

 Denied – lack of alignment to the IEP/504

학생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주소에 따라 결정이 된 후 

서신을 발송됩니다. 아래 기재된 주소가 다른 경우 해당 

학생의 학교로 가셔서 주소를 업데이트하세요. 

ﾀﾨ/8ﾐ �ﾅ: ______________ﾠￜ:________

Nombre del estudiante: ___________________Fecha de nacimiento: ___________________

Tiene su estudiante un IEP actualmente? r s￭ r no 

Tiene su nio un Plan 504 actualmente? r s￭ r no 

Llen usted la solicitud de traslados permisivos? r s￭ r no 

Direccin: ________________________

Ciudad:_______________ Estado: ________________Cdigo postal: _______________Condado: ________________

Tel￩fono:______________ Correo electrnico: ________________

Asisti el alumno a una escuela pblica en Georgia durante todo el ao lectivo 2021-22? __Yes __no.

Asisti el alumno a una escuela en el Condado de Gwinnett durante el ao lectivo 2021-22? __Yes__no.

Nombre de la escuela en el ao lectivo 2021-22: __________Grado escolar en el 2021-22: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