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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학생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함께 살기는 하나, 가족이 다른 성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학생의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등록 시 작성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거주 증명서는 매 해 각 학년 시작 

적어도 2주 전에 다시 학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본 서식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하기 서명한, 본인은, 18세가 넘었으며 본 서식에 명시된 사실과 내용에 대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법적 성명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생년월일이_____/_____/_____ 

(The student whose legal name is)          (birth date)   일(day)/월(month)/년(year) 

인 학생은 다음 주소에 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The student lives with me at the following address):    

 

 본인 이름: 

(Name) 

 주소: 

(Address)  

시: 

(City) 

GA 

(State) 

우편번호: 

(Zip Code) 

자택 전화번호: 

(Home Phone) 

직장 전화번호: 

(Work Phone)        

휴대폰 번호: 

(Cell Phone) 

 

 

 

 

아파트 매니저/집주인이 거주를 증명하는 서명 

(Apartment Manager/Landlord Witness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Signature)                                                  날짜(Date) 

 

 

1. 학생이 상기한 성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유(하나를 골라 표시하시거나 해당되는 대로 모두 

표시하십시오.)Reason the student is living with above named adult (check one or as many as apply) 

 

A. _____ 자연재해로 인해 학생이 집을 잃었거나 집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The loss or inhabitability of the student’s home as a result of a natural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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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____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군복무로 인해 학생을 돌보고 감독할 수 없는 경우. 

(The parent or guardian is unable to provide care and supervision of the student because he or she is serving in the 

military.) 

C._____ 기타 상황 (아래에 설명하십시오):  

(Other circumstances) 

 

 

 

 

2.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성함 및 가장 최근 주소: 

(The name and last known address of the child’s parent(s) or legal guardian) 

성명 

(Name): 

주소 

(Address): 

 

시 

(City): 

주 

(State):  

우편번호 

(Zip Code): 

 

3.  본 학생은 하기 날짜부터 본인(세입자 또는 집주인)의 집에서 항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student began 24 hours per day and seven days per week residency in home on) 

_____/_____/_____  

일(day)/월(month)/년(year) 

 

4.  학생이 가장 최근에 다녔던 학교의 이름과 주소: 

(The name and address of the last school that the student attended)  

학교 이름: 

(Name of School) 

주소: 

(Address) 

시: 

(City) 

주: 

(State) 

우편번호: 

(Zip Code) 

 

5.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감 또는 그 피지명인은 학생이 본 카운티 공립학교에 등록한 후에 본 

진술서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교육구의 

출석계원(attendance officer)이나 기타 직원이 본 진술서에 선서한 사실의  확인을 위해 진술서상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이 본 진술서의 내용이 거짓이나 허위 

진술임을  발견할 경우, 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퇴학 조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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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1. 본인(학부모)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학교에 등록을 신청하는 주 이유가  

(Name of school)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이지) 그 특정 학교에 반드시 다니고자 하는 목적이거나, 그 

학교의 운동팀에 참가할 목적 또는 그 학교가 제공하는 특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본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님을 증언합니다.   

 

2. 본인은 또한 상기한 학생이 가장 최근에 다니던 학교에서  현재 장기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제적되었거나  또는 현재 장기 정학 또는 제적 조처를 권고 받지 않았음을 증언합니다.   

 

3. 본인은 본 진술서상의 어떠한 정보가 무슨 이유로든 변경될 경우 학교측에 이에 관해 즉시 

알려야 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처벌 및 책임에 관한 통지 

 

본인(집 주인 또는 세입자)은 다음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 거주 진술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진술서에서 귀넷 카운티 교육구를 속일 경우 

부자격자인 학생이 교육구에 등록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교육 비용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O.C.G.A.  20-2-133 (a)에 명시된 대로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측에 보상해야 합니다.   __________ (이니셜을 

쓰십시오) 

 

귀넷 카운티 교육구가 본인에게 물도록 요구한  비용을 변호사가  징수하는 경우 귀넷 카운티 교육구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모든 비용과  그 비용을  변호사가  징수하는데  든 비용에 대해  본인이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__________ (이니셜을 쓰십시오) 

 

본인에게  1급 문서 변조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O.C.G.A. 16-9-1에 의해 기소되어 형법상 책임을 

지고 1년 이상, 10년 이하 감옥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__________ (이니셜을 쓰십시오) 

 

본인이 거짓 서약을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O.C.G.A. 16-10-71에 의해 기소되어 형법상 책임을 지고 

1,000 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1년 이상, 5년 이하 감옥에 구금되거나 둘 다를 처벌로 받을 수 

있습니다.  __________ (이니셜을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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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각 조항 옆의 선 위에 이니셜을 씀으로 각 조항을 읽었고 그 내용을 인지함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위반 시 위에 명시된 처벌을 받는 조건하에서 본 진술서의 내용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정보와 

신념 내에서 진실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학생과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선서 진술인(세입자 또는 집주인)의 서명 

(Signature of Affiant with whom the child/parent is liv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법적 보호자의 서명 

(Signature of parent/legal guardian) 

 

 

 

 

 

 

State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unty of: _________________________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Notary Public for said county and state do 

hereby certify th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ersonally appeared before me this day and acknowledged the due executing of the 

foregoing instrument. 

 

Witness my hand and Official Seal, this ___________day of ____________, 2____________ 

 

 

Signature of Notary        Se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