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학사연도 학교 등록에 필요한 서류
학생의 나이에 관한 증빙 서류
다음중 한가지 제출 요망:
•

출생 증명서 등본(A certified copy of a birth certificate); 또는

•

생년월일이 적힌 연방, 주, 카운티 또는 학교 문서
증명된,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기록 또는 출생 증명서; 군대 신분증; 유효한 운전 면허증; 여권; 입양 기록; 해당 종교의 정식
담당자가 서명한 종교적 서류; 공식 학교 성적증명서; 공식 이민관련 서류; 또는 면허를 가지고 개업중인 의사가 해당 아동을
진찰후 진술서에 명시된 나이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하는 연령 증명서와 함께 부모/보호자나 기타 권한을 부여 받은
개인이 선서한 연령진술서 등이 포함됨.

조지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증명서는 주정부의 ROVER 서비스 http://gta.georgia.gov/rover를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주문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학생을 등록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
•

부모 (친부모 또는 양부모)

•
•
•

법적 보호자

•

주정부 기관이 지정한 수양부모(foster parent)

•

인가된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스폰서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발행된 적합한 위임장을 지닌 조부
적합하게 발행된 친족관계 양육자 진술서(Kinship Caregiver Affidavit)를 지닌 친족 양육자

학생을 등록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다음중 하나를 제시해야 함:
•

운전 면허증

•

조지아주 신분증

•

여권

•

기타 사진이 첨부된 공식 신분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 증명서
(가족이 해당 학교 통학 구역에 거주함을 증명하기 위해 Column A에서부터 하나, Column B에서부터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Column A: 다음 중 하나(반드시 주소를 포함해야 함.)제출:

그리고

Column B: 다음 중 하나:
•
최근 가스요금 청구서

•

확정된 주택 매매 계약서(Non-contingent sales contract)

•

현 임대/대여 동의서(lease/rental agreement)

•

최근 수도요금 청구서

•

가장 최근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

•

최근 전기요금 청구서

•

최근 급여 지불수표(paycheck stub)

•

최근 주택 재산세 명세서 또는 청구서(residential property tax statement or bill)

•

현 보증서 또는 권리 포기 증서(warranty or quitclaim deed)

•

현 주택 구입 동의서(home purchase agreement)

•

현 홈오너 보험 증권(homeowner’s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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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증명 서류에 관한 중요한 정보
• 거주 증명 서류상 주소와 첨부하는 공공요금 청구서의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청구서상의 이름과 주소가 등록하는 부모/보호자의 이름과 주소와 일치해야 함.
• 전화요금 청구서는 인정 안됨.
• 불확정 매매 계약서는 인정 안됨.
• 예외: 통학 구역내의 동일한 주소의 공공요금 청구서 2 개(전화요금 청구서 제외)를 첨부할 경우,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증서(deed)를 인정함.

거주 진술서: 만일 학생의 가족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아파트에 거주중 이라면 등록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을 필한 제 3자의 거주 진술서(Notarized third-person Affidavit of residency-학교에 비치되어 있음):
a.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 집주인의 서명,

b.

학생의 부모/ 법적 보호자의 서명, 그리고

c.

(적용되는 경우) 아파트 메니저의 서명.

2.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 집주인의 거주 증명 서류 2개.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각 Column당 하나의 서류를 제시하십시오)

3.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의 주소로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온 상용 우편물(business mail) 하나. (등록 후 30일
안에 학교측에 제공해야 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방 접종/ 건강 증명서
• 등록시 유효한 예방접종 증명서(조지아 보건부 서식#3231), 또는 공증을 필한 종교적 사유로 인한 면제에 관한 진술서(조지아
보건부 서식 #2208 – 자녀 학교에 구비되어 있음)가 필요합니다. 양식 #3231은 반드시 조지아주 자격증을 소지한 의료진 또는
보건소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방 접종 증명서는 반드시 보건국 또는 가족의 의료 제공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유효한 #3231
양식에는 반드시 “유효기일(Date of Expiration)” 또는 “학교 출석 완료(Complete for School Attendance)”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효기일”이 명시된 증명서는 명시된 날짜에 유효가 만료됩니다. 가장 최근의 증명서가 반드시 유효기일 만료 30일
이전에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의료적 면제(해당될 경우)에 관한 부분은 #3231양식에 현재 유효기일과 함께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시력, 청력, 치과 그리고 영양 검사(조지아 보건부 서식 #3300, 2013년도 개정)는 보건부나 가족의 의사/치과의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타당한 의료 전문가의 편지와 타주 증명서도 최근 12개월 내에 작성되었고 조지아주 서식에 첨부되었다면 인정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전 학교 기록
•

성적표 또는 공식 성적 증명서 (Report cards or official school transcript)

•

이전 학교로 부터의 전학 신청서 (Withdrawal form)

•

7-12학년에 등록하는 학생의 징계 기록( Discipline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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