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  ______________________ 

응답 양식(RESPONSE FORM) 

본인은 2021-22 학사연도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학부모 안내책자 사본을 수령하였습니다. 본인은 학교 관계자와 안내책자의 

내용(출석, 훈육, 특별 교육 활동, 책임있는 전자매체 이용에 관한 내용, 학부모의 알 권리, FERPA, PPRA, COPPA를 포함한 매 년 

부모님들께 보내는 통지문과 학부모님 연락을 위한 교육구의 SchoolMessenger 사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본인은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본인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며 본 안내책자의 규정에 동의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이름(Student Name)          학교 이름(Name of School)             날짜(Date) 

본인은 본인 자녀의 학생/학부모 안내책자를 수령했습니다. 본인은 본인 자녀와 본 안내책자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책자의 규정(출석, 

훈육, 특별 교육 활동, 책임있는 전자매체 이용에 관한 내용, 학부모의 알 권리, FERPA, PPRA, COPPA를 포함한 매 년 부모님들께 

보내는 통지문과 학부모님 연락을 위한 교육구의 SchoolMessenger 사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또한 학교 웹사이트에(또는 학교에서 

특별활동 목록 사본을 받아서 읽었음) 개제된 자녀가 가입 가능한 특별활동 목록을 검토하였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서명(Parent/Guardian Signature)                              날짜(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석 규약 서식 (Attendance Protocol Form) 

각 학사연도 시작 후 9월 1일 까지 또는 학생의 학교 등록 후 30일내에 학부모, 후견인, 또는 각 학생을 책임지는 기타 성인은 받게 될 

상응하는 결과와 처벌에 관한 서면 진술서를 수령했음을 보여주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9월 1일까지 10세이상 

학생들은 교육구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데 대한 상응하는 결과에 관한 서면 진술서를 수령했음을 보여주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학교측이 그러한 서명을 확보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 학교측이 부모님, 후견인, 또는 자녀를 

책임지는 기타 성인에게 수령 증명을 요청하는 배달 증명 우편 또는 일급 우편으로 그 진술서 사본을 보낼 경우 학교측은 이러한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본인은 의무 교육법(O.C.G.A. § 20-2-690.1)에 의해 6세에서 16세 사이 어린이의 학부모, 후견인, 기타 보호자는 누구나 반드시 그 

어린이를 학교에 등록시키고 학교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벌금, 지역 사회 봉사, 또는 이러한 

처벌들을 결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또한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는 출석 요강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생의 과도한 결석에 관한 학부모 통지를 포함해 출석에 관한 

기대 사항과, 출석 면제 사유 없는 과도한 결석 시의 처벌 등에 관해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통지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잦은 결석을 

할 경우 학생은 학년 수준/과목의 교과과정을 습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지아주법에 의하면 10 일이 넘게 출석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결석하는 학생은 무단 이탈로 간주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서명(Student Signature)  날짜(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서명(Parent/Guardian Signature)                           날짜(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특별 교육 활동 

본인은 학교의 웹사이트를 검토하고나서 자녀가 특별 교육 활동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학교측에 특별 교육 활동 목록 사본을 요청하실 수 있음.)  웹사이트에 기재된 특별 교육 활동/클럽 중 본인은 본인의 자녀가 다음 

활동/클럽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서명(Signature of Parent/Guardian) 날짜(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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